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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기업들의 많은 성공을 기원하며

저는 우리 건설기업들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7월
인프라 협력 대표단을 이끌고 베트남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은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이 2022년 2월 현재 455억
불에 달해 우리나라의 5번째 중점 협력 국가입니다. 빠른 경
제 성장과 도시화, 지속적인 경제 다각화에 힘입어 인프라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은 앞으로 우리 건설
기업들의 수주 활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가입니다.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베트남에서 저는 주요 정부 부처 및
발주기관들과의 고위급 면담, 산업단지 착수식 참여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수주 활동에 힘을 보태고자
했습니다.
진출기업들과의 간담회도 개최하여 현지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건설기업 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허가 절차와 공기 지연 등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경청했습니다. 특히 현지어로 작성된 복잡하고
난해한 하위법령, 지침 등은 번역과 해석에 많은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에 사전 대비 및 분쟁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호소를 들었고, 그 어려움을 해소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건설을 위한 베트남 진출가이드’는 진출 기업들의 그 같은 어려움을 하루 빨리
해소해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현지에서 건설사업을 수행할 때 꼭 필요한 내용
들로 구성된 핵심 요약본입니다. 건설사업 관리 환경, 건설투자 법률, 특히 프로젝트
종료 후의 예기치 않은 세금 부과처럼 손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주요 세법과 사례연구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베트남 진출
기업의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베트남은 1992년 실용주의 경제정책 ‘도이머이’를 추진한 이후 정치적 안정, 풍부한
저임 노동력, 젊은 인구 구조, 높은 대외 개방성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발간한 ‘베트남 진출가이드’가 현지 제도 및 사업 환경을 이해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진출 과정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도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제 정세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함께 찾아오는 격랑의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많은 성공 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해외 수주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해외
건설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이드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윤 성 원

베트남 진출 가이드북 이용안내
베트남은 최근 3년 동안 우리 건설업체가 진출하는 아시아 상위 20개 국가 중 1위이며 대 ·중소 기업 구분 없이
해외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국가입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건설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복잡한 법률 및 세무업무 분야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2021년에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베트남 건설사업관리 환경조사’, ‘베트남 법령조사 및 분석’, ‘해외
건설 세무업무 매뉴얼’ 제작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는 그 중 진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건설시장, 인력, 장비, 투자환경뿐만 아니라 법률과 세무업무의
핵심 요소만 추출하여 제작한 안내서로써 베트남에서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단계 전체에 걸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크게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공되며, 각 분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환경
- 일반 현황, 건설시장 현황(인력, 장비, 투자여건, 진출 환경)
2. 법령 분야
- 투자법, 건설법, 토지법, 민관협력사업법, 공공투자법, 입찰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부동산사업법,
소방방재법, 환경보호법
3. 세무 분야
-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이전가격세
본 베트남 진출 가이드북에 수록된 내용들은 2022년 기준 최신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제작되었으며, 가이드북에
수록되지 않은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베트남 건설사업관리 환경조사’, ‘베트남 법령 조사 및 분석’ 용역 보고서와
‘해외 건설 세무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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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 현황

1.1 국가 개요

(1) 국가 개요
■ 국기 : 금성홍기, 배경의 빨간색은 혁명의 피와 조국의 정신을, 금색별의 다섯 모서
리는 노동자·농민·지식인·청년·군인의 단결을 상징
■ 국가 문장 : 가운데에는 빨간 배경에 금색별과 톱니바퀴, 그 아래에는 빨간 배너에
베트남어로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라고 쓰여 있으며, 문장 전체를 벼
이삭이 둘러싸고 있음.
■ 국명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수도 : 하노이(Hanoi)
■ 국가 인구 : 9,922.3만 명(IMF, 2021). 하노이 도시인구 487만 명(2021년), 수도
권 인구 1050만 명. 호찌민 도시인구 600만 명, 호찌민 위성도시 포함 인구 1,000만
명 이상
■ 종교 : 불교 10.5%, 천주교 9%, 호아하오교 2%, 개신교 0.8%, 기타 및 무종교
70%, 불교 약 1,100만명, 가톨릭 약 650만 명, 개신교 약 150만 명
■ 지리적 위치 : 인도차이나반도의 동쪽에 가늘고 긴 S자형으로 동경 103도 27분에서
109 도 27분, 북위 8도 30분에서 23도 24분
■ 국경 : 총 3,818km, 캄보디아 접경 982km, 중국 접경 1,281km, 라오스 접경
1,555km
■ 국토 면적 : 331,212km2로서 한반도의 약 1.5배(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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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선 : 총 3,444km이고, 영해 12km, 전용 경제 수역 200km
■ 기후 : 열대 계절풍, 5월부터 10월 남서 몬순 우기, 11월부터 4월 동북 몬순 건조기.
북부 일부 지역은 사계절 보유, 남부 지방은 일 년 내내 습도가 높으며 여름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림. 중부지방은 베트남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과 가장 습한 지역.
산악 지방은 삼각주나 해안 저지대보다 대체로 기온이 낮고 비가 더 많이 옴.
■ 평균 기온 : 북부지역 아열대성 여름 22~27.5℃, 겨울 15~20℃, 남부지역 열대
몬순 기후 여름 28~29℃, 겨울 26~27℃, 연평균 기온 24.1℃(북부 23.2℃, 중부
24.1℃, 남부 27.1℃)
■ 최고 기온 : 하노이 32.8℃, 호찌민 34.8℃
■ 최저 기온 : 하노이 13.8℃, 호찌민 21.0℃
■ 강우량 : 하노이 1,680mm/년, 호찌민 1,950mm/년, 연평균 강우량 : 2,151mm
(한국의 2.4 배)
■ 습도 : 하노이 84%, 호찌민 80%, 월평균 83%
■ 지형 : 남쪽과 북쪽은 낮고 평탄한 델타 평야, 중부는 고원지대, 북쪽 끝과 북서쪽
은 산악 지대
■ 국토 이용 현황 : 경작 가능지 22%, 산림 40%, 기타 35%
■ 천연자원 : 인산, 석탄, 망간, 보크사이트, 크롬산염, 해저 석유자원, 산림
■ 민족 : 54개 종족, 비엣족(VIET,낀족) 84.3%, 따이족(TAY) 2.8%, 타이족(THAI)
2.2%, 능족 (NUNG) 1.8%, 화교(HOA족) 1,3%, 크메르족, 참족
■ 언어 : 베트남어(공용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일부 통용), 고유 언어(소수 산악족).
■ 문자 : 프랑스 선교사와 베트남인들이 같이 만든 로마 문자 사용
■ 국제공항 : 하노이시의 노이바이 공항, 호찌민시의 떤썬녓 공항, 다낭시의 다낭 공
항, 하이 퐁시의 깟비 공항, 후에시의 푸바이 공항, 냐짱시의 깜라인 공항, 달랏시의
리엔크엉 공항, 빈시의 빈 공항, 락자시의 푸꾸옥 공항, 하롱시의 번돈 공항, 껀터
의 껀터 공항, 땀끼시의 추라이 공항이 있음.
■ 국내공항 : 까마우시의 까마우 공항, 쁠래이꾸시의 쁠레이꾸 공항, 부온마투옷시의
부온마 투옷 공항, 뚜이호아시의 동탁 공항, 락자시의 락자 공항, 바리우 붕따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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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따우 공항, 디엔비엔푸시의 디엔비엔푸 공항, 꼰선섬의 꼰다오 공항 등
■ 항구 : 호찌민항, 하이퐁항, 다낭항, 2021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50대 항구 발
표에서 꽝닌성 까이란항(46위), 하이퐁항(47위), 남부 바리아 붕따우성 까이메항
(49위) 포함
■ 도량형 : 길이 미터법, 무게 kg, 전기 규격은 220V 50Hz
■ 화폐 단위 : 베트남 동 (VND, Vietnamese Dong)
■ 환율 : 미화 1달러 22,900 VND(2022년 3월 15일), 안정적 유지. 일반 시중에서
달러화 사용 가치가 은행 환율에 비해 약하며 정부가 시장 시세에 따라 달러 환율
을 신축적으로 운영, 암 달러 시장이 발달되지 않았으며 시세도 약함. 달러화는 통
용되나 베트남 동화로 환전하여 사용을 권장
■ 시차 : 한국보다 2시간 늦다(GMT + 7), 한국 오전 10시는 현지 오전 8시
■ 근무시간 : 관공서와 은행은 주 5일 근무제(월~금)를 실시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오전 7:30~11:30, 오후 1:30~4:30이고 베트남 신한은행과 Techcomb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경우가 있음. 상점과 식당 개점시간
은 오전 8:30경이며 일요일 포함하여 밤늦게까지 운영
■ 공휴일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에서 관리. 비공식 유급휴일(3일)은 공
산당 창건 일, 호찌민 주석 생일, 크리스마스이며, 구정(텟)은 가장 중요한 휴일. 신
앙적인 자유와 국가의 정치적 독립을 기리기 위해 현지 상점들은 이 기간 동안 상점
문을 닫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2022년 베트남 공휴일 일정은 다음과 같음.
- 설날 : 1월 1일(토)부터 1월 3일(월)
- 구정(텟) 휴무 : 1월 31일(월)부터 2월 4일(금)					
1월 31일(월)은 구정 이브(베트남의 새해 전야)이고 2월 1일(화)은 텟 응우옌단
(베트남의 새해)
- 흥왕 기념일 : 4월 10일(일)부터 4월 11일(월), 흥왕은 국가의 전통적인 시조이며,
음력 3월 10일
- 통일의 날 : 4월 30일(토)부터 5월 2일(월)
- 국제 노동절 : 5월 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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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일(독립기념일) : 9월 1일(목)부터 9월 2일(금)
■ 국제기구 가입 현황
- 세계보건기구(WHO), 비동맹 운동(NAM), 국제연합(UN), 국제해사기구(IMO)
- 인터폴(INTERPOL),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WB), 동남아국가연합(ASEAN)
-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 1인당 GDP : 약 2,779달러(2020년)
■ 경제성장률(GDP 증가율) : 2.91%(2020년), 2.58%(2021년), 6%~6.5%(2022년 목표)
■ 물가 상승률(CPI) : 3.23%(2020년), 1.81%(2021년), 4% 이내(2022년 목표)

1.2 주요 산업 현황

(1) 전력산업
■ 베트남은 석탄 화력발전과 수력발전에서 전력수요의 약 70%를 공급하며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전력 소비량은 매년 약 8% 이상 증가

■ 2030년까지 검토 대상으로 하는 국가 전력개발 기본계획에 신재생, 수력, 화력(석
탄, 천연가스, 석유, LNG), 원자력 등 연료에 따른 발전원별 설비 확충 목표 명시함.

■ 2019년 전력 생산 및 소비량
- ’19년 베트남의 전력 생산량은 ’18년 대비 8.85% 증가한 2,311억 kWh에 달함
- ’19년 전력 소비량은 전년 대비 8.87% 증가한 2,094억 kWh를 기록함
- ’19년 베트남 내 전체 발전량은 54,880MW에 달함
- 전력 생산원은 수력(37%)과 석탄화력(36%) 가장 큰 전력원이며 가스 화력(1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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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를 이음.

■ 2019년 수력발전 현황
- ’19년 베트남 내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은 전년 대비 19.08% 감소한 582억 kWh를
기록함.
- ’19년 말 심각한 가뭄으로 저수량이 낮아져 수력 발전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2019년 석탄 화력발전 현황
- ’19년 베트남은 석탄 공급 부족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음.
- 수력발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은 석탄화력 발전량을 확대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가능한 석탄 공급량의 한계로 어려움이 발생함.

■ 2019년 가스 화력발전 현황
- ’19년 베트남 천연가스 생산량 감소로 인해 가스 화력발전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년짝1(Nhon Trach1), 년짝2(Nhon Trach2) 발전소는 부족한 가스 공급으로
인해 디젤유를 전력 생산 피크타임에 사용함.

■ 2019년 재생에너지 현황
- ’19년 상반기, 베트남 정부의 기준가격의무매입제도(FIT : Feed-In-Tariffs) 요
율 변경에 앞서 많은 수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됨.
- 변경 이전의 요율을 적용받기 위해 상반기 82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었으
며 총 4,464 MW의 전력을 생산함.
- 급격하게 늘어난 태양광 발전으로 베트남 송전 시스템에 부담이 발생함.
- 제7차 전력개발계획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20년까지 태양광 발전이 850MW
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현재 생산량이 그를 훨씬 초과하는 상황임.
- 또한 태양광 발전소가 중부, 남부에 집중되어 이로 인한 송전 부담으로 일부 풍력
발전소가 전력 생산을 일시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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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전력 공급량 부족 전망
- ’19년 말 기준, 대부분의 전력회사의 전력 생산 확대 계획이 2년 이상 지연될 것
으로 보임.
- 베트남 상공부 산하 전력 재생 에너지청에 따르면 베트남 전력은 '21년 66억
kWh, '22 년 118억 kWh, '23년 150억 kWh의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함.
- 전력 부족 전망에 따라 베트남은 라오스와 중국으로부터 전력 수입을 확대할 것
으로 예상됨.

■ 2020년 베트남 전력산업 전망
- ’20년 베트남 전력 공급량은 '19년 대비 8.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력 소비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강수량 감소로 '20년 수력 발전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이로 인해 석탄 화력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석탄 수입 증가가 전망되며 천연가스
수급이 안정되어 전년도에 비해 가스 발전소는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LNG 도입 및 Gas-to-Power 프로젝트
베트남 정부는 석탄 화력을 대체하는 안정적 기저부하용 발전원을 LNG로 확충하
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전력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나 향후 코로나19 극복 시에는 에너
지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음. LNG로의 전환을 위해서 “가스터미널 + 복합
발전소 건설”의 패키지 형태로 다수의 프로젝트들이 남부 지방성 중심으로 추진돼
오다가, 최근 신정부 출범 이후 중북부 지방성들도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지하
고 있음.
다만, 기본적으로 석탄 화력에 비해 원가가 비싼 가스 발전을 단기적으로 확대시키
기에는 전력공사(EVN)의 재정 악화 등 베트남 정부의 부담이 될 것이므로 이를 설
득할 수 있는 대정부 협상력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PPP 법 공포 이후 세부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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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직 보완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투자사업개발 절차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
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임. 요컨대, 10여 년 전 7차 전원개발계획
에 포함되었던 다수의 석탄화력 사업들 중에 실제로 현재 이행되고 사업이 많지 않
은 점은 향후 LNG 프로젝트 개발 시에도 주목해야 할 것임.

■ ’19년 한국의 다양한 기업이 베트남 발전 시장에 진출함.
- 삼성물산의 베트남 최초의 LNG 터미널 공사 수주, 두산중공업의 1조 6천 억 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준공, GS에너지의 LNG 화력발전소 설립 MOU 체결 등 한
국 기업의 발전 시장 진출이 두드러짐.
- 베트남 경제가 2045년까지 연평균 6% 내외로 성장할 경우 전력 소비량은 2020
년 217TWh(테라와트시)에서 2045년 877TWh로 증가할 전망임.
- 전력 소비량 증가에 맞춰 발전 설비 용량도 2020년 69GW(기가와트)에서 2045
년 277GW로 4배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의 발전 설비용량 확대는 풍력, LNG,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
로 이루어질 전망으로, 풍력 설비 용량은 작년 0.6GW에서 2045년 61GW로 증
가하고, LNG는 2025년 4GW에서 2045년 59GW로, 태양광은 2020년 17GW
에서 2045년 55GW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기준, 베트남의 발전원별 발전설비 용량은 총 69GW로, 2019년 대비
13GW가 신규로 추가. 전체 용량에서 석탄 및 수력 발전설비가 각각 21GW, 가스
와 석유가 약 9GW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력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17GW를 차지함.

■ 2020년 기준 베트남의 전력 발전 설비용량 :
석탄 31%, 수력 31%, 가스&석유 13%, 신재생에너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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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전력개발 기본 계획
발전원

2020년

2025년

2030년

설비용량(MW)

비중(%)

설비용량(MW)

비중(%)

설비용량(MW)

비중(%)

석탄화력

25,620

42.7

47,575

49.3

55,167

42.6

수력/양수

18,060

30.1

20,362

21.1

21,886

16.9

석유/가스

8,940

14.9

15,054

15.6

19,037

14.7

신재생

5,940

9.9

12,063

12.5

27,195

21.0

전력수입

1,440

2.4

1,448

1.5

1,554

1.2

4,662

3.6

129,500

100

원자력
총설비용량

60,000

Pmax

52,000

100

96,500

100

77,000

110,000

* 자료 : 베트남 전원개발계획(Decision No. 428/QD-TTg, 2015.3.18.)

■ 베트남의 에너지 산업은 산업무역부 에너지국(General Directorate of Energy,
GDE)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① 전력 및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고안하고 ② 지
방 및 지역의 전력과 에너지 개발계획을 승인, ③ BOT(Build, Operate, Transfer)
계약으로 진행되는 전력 프로젝트를 관리. 에너지국 내부에서도 각종 업무가 나
뉘는데, 전력 공급에 대한 업무 전반은 전력망 및 지방 전력관리부서(Grid and
Rural Electric Department)에서 관할

■ 베트남 전 지역의 발전, 송전, 배전,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은 베트남 전력공사
(Vietnam Electricity, EVN)로, 전력산업의 많은 부분에서 독점적인 역할수행.
베트남 전력 공사는 현재 지주회사로 발전회사(GENCOs), 송전회사(National
Power Transmission Corp. NPT), 배전회사(하노이발전공사, 남부발전공사, 중
앙발전공사, 북부발전공사, 호찌민 발전공사), 그리고 중앙급전소 및 전력거래소를
자회사로 두고 있음. 예전에는 발전부분에서도 독점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나 전력
법 개정 이후 민간 회사들도 발전부문에는 많이 참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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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발전설비 인프라는 이미 필요 이상으로 초과 설치되었다는 의견도 많음.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가 갑자기 급증해 가동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일조량으로 인해 산악지대에 설치되는 경
우가 많은데 산업지역과 거리가 있어 전력수요가 높지 않아 전력망 수용량 또한 적
음. Ninh Thuan 지역은 태양광 잠재력이 높아 2,000MW의 발전설비가 들어섰
지만 실제로 송전망 용량은 800~1,000MW 수준이기에 전력 손실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풍력발전 또한 송전망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와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동시에 개발되는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송전망은 한계가 있기 때문임.
이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2011년부터 약 43억 달러를 투자해 8,200km 규모의
송전망 확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2012년부터 스마트 그리드
개발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음.

■ 베트남 연도별 송전망 증설 계획
전력망은 500kV급을 베트남 초고압송전의 주요 전압으로 명시하고 2020년까지
송변전 설비는 N-1 기준으로 개발계획을 언급함.
구분

단위

2016-2020

2021-2025

2026-2030

500kV 변전소

MVA

26,700

26,400

23,550

220kV 변전소

MVA

34,966

33,888

32,750

500kV 송전선로

km

2,746

3,592

3,714

220kV 송전선로

km

7,488

4,076

3,435

* 자료 : 베트남 전원개발계획(Decision No. 428/QD-TTg, 2015.3.18.)

■ 대표적인 발전 및 송배전 사업자는 국영 베트남 전력공사(EVN)이지만, 최근에는
석유공사(PVN), 석탄광물공사(VINACOMIN) 등 국영기업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
업도 전력개발 시장에 진출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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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명

2014년

2015년

설비용량(MW)

비중(%)

설비용량(MW)

비중(%)

베트남 전력공사

20,540

60

22,116

57

베트남 석유공사

4,429

13

4,268

11

베트남 석탄광물공사

1,485

4

1,552

4

기타

7,626

23

10,864

28

합계

34,080

100

38,800

100

* 자료 : 베트남 전력공사 연간 보고서(EVN Annual Report)

■ 베트남 내 전력산업은 잠재력이 풍부한 만큼 현재 다양한 국가에서 관심이 높음.
여러 분야 중 특히 잠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곳은 바로 에너지 관리 시스템
(EMS), 에너지 저장 장치(ESS) 그리고 EV 충전 인프라임.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독일, 일본 등에서도 여러 지원을 통해 개발에 참여하고 있
음. 대표적인 에너지관리시스템 프로젝트로는 2013년 일본과 함께 추진한 사
례가 있는데, 베트남 내 공립병원 2곳에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실증하는 Green
Hospital Project가 추진되었음. 병원 내 에너지 효율 인버터 에어컨을 설치해 에
너지 절감 및 탄소 절감을 목표로 하였으며, 실증 데이터 구축을 통해 다른 병원에
도 확대 추진한 바 있음.

■ 베트남의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은 현재까지도 초기 시장으로, 진출 유망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음.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절대 빠질 수 없는 분야인 만큼, 베트남
내부적으로도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 도시와 지방에 대한 전력 공급 차이도
이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당 분야로의 진출을 끊임없이 시
도중임. 2016년 11월 한국ESS산업진흥회와 베트남 에너지협회는 ESS 활용 수요
관리 산업 협력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음.

■ 마지막은 EV 충전 인프라임. 전기자전거와 전기오토바이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반
해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임. 각종 세금 문제, 기술력 부족, 안전 문제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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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V 충전소가 많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기에 충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도 활발
히 계획 중임. 이와 관련, 현지 최대 기업인 빈 패스트의 경우 올해 말까지 2000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목표하고 있음. 이처럼, 베트남의 전력산업은 공급 인프라에
대한 확대보다는 운영과 관리 측면에 대한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진출
시에도 효율화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자료 : 베트남 산업무역부, 현지 언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KOTRA 호찌민
자료 종합)

(2) 건설 산업
■ 최근 6%대 경제성장률 지속에 따라 내국인의 부동산 투자 증가
■ 외국인의 부동산 및 주택 구입, 임차, 재임대가 가능해진 새로운 주택법과 부동산
법이 2014. 11월 국회 통과 이후 2015년 7월 시행됨에 따라 투자 유입 증가로 건
설경기 크게 성장함.
■ 베트남 건설시장은 국내 경제성장과 거시경제 상황 의존도가 크며, 특히 도시화 속
도, 외국인 직접투자, 금리, 물가 상승률에 크게 영향을 받음.
■ 도시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평균 39%를 차지 예상됨.
■ 주택에서 시작된 베트남 내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건설시장 전반까지 확대됨.
■ 2020년까지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 인프라 개발에 약 500억 달러를 투입할 계
획이며 전력 수입국에서 전력 수출국으로 전환한다는 목표에 따라 2025년까지
60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를 외국 자본 활용해 발주 예정
■ 베트남 건설 시장 규모는 2020년 403조 VND에서 2024 년 633조 VND으로 약
57% 이상 규모가 확대될 것이며 동기간 연평균 성장률(CAGR)은 11.9%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BMI Research, 2019).
■ 베트남 건설시장은 주택 분야가 크게 지속되고 2017년 기준 교통인프라에서는 도
로(57%)와 철도(21%) 차지함.
■ 많은 한국 시행사가 진출했던 베트남 아파트·주택 시장에 정작 한국 시행 업체에
서 직접 기획, 설계, 건축, 분양까지 완성한 개발 사례는 별로 많지 않고 변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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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다만, 한국 대기업 건설사들이 시행은 하지 않고 단순 건설 시공만 수행한 아파트·
주택 단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음. 한국 대기업 건설사들은
아파트 주택 개발 사업보다는 SOC(사회간접자본) 및 오피스·산업시설 분야에 대
한 건설 시공(도급공사) 수주를 위해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한국 대기업 건설사들이 시행한 주요 아파트·주택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하
노이 서호(West Rake)지역의 대우건설의 대우스타레이크(Starlake)신도시, 하
노이 북 앙카잉(North An-Khanh)지역의 포스코건설의 하노이 스플랜도라
(Splendora)신도시, 현대건설의 하노이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 부영의 하노이
모라오(Molao)지역 아파트 단지, 호찌민 투티엠(Thu Thiem) 지역의 GS건설 아
파트 단지 등이 있으나 한국 대기업 건설사들의 베트남 아파트·주택 개발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이러한 현실은 베트남에서 외국(한
국) 기업이 아파트·주택 시행 사업을 하기가 그만큼 녹록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임. 한국업체들의 진출이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해 보면,
첫째, 베트남 정보와 법률 지식 및 현지 사업 경험 부족
둘째, 인내력 부족
셋째, 자본금 부족

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베트남에 진출한 초보 외국(한국인) 회사들은 베트남
에 대한 정보 취득이 어렵고 법률 지식이나 현지 사업 경험을 구득하기가 매우 제
한적인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야기함. 가령 베트남의 부동산 개발 절
차와 관련 법규를 잘 모른 체 아파트·주택 시행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임.

부연 설명하면 베트남의 아파트·주택 개발 시행 사업을 하려면 외국인 투자인허가,
사업부지 선정, 해당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권(LURC) 검토, 도시개발계획 및 토
지이용계획 검토, 정밀한 사업타당성 검토, 개발사업 전체 인허가, 1 대 500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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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인허가, 토지보상 및 이주, 그리고 베트남의 준조세(소위 뒷돈/뇌물)의 정체성
이해와 실전 관리 노하우 등 수많은 허들(Hurdle)을 넘어가야 하는데 이 과정은 시
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험산준령을 넘고 강을 건너 미로 속을 통과해야 함.

단계별로 디벨로퍼(Developer)의 애간장을 태우는 함정(Deep Trap)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덮어놓고 덤벼들어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사업
이 되는 것임. 그리고 한국 기업인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Aggressive) 편이고 자신감이 넘침. 장점이자 강점이지만 이 부분에서 많은 문제
가 발생함. 소위 ‘한국인은 핫 템퍼(Hot Temper)’라고 하는 데, 가령 베트남인이
보기에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하다.”라는 것임.

상대적으로 베트남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프랑스, 중국, 미국 등 세계적인 강대국
을 상대한 전쟁에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자력으로 몰아낸 민족이며 (중공 및 구소
련으로부터 전쟁 물자를 지원받았음.) B.C. 111년부터 A.D. 938년까지 약 천 년
동안 중국의 직접 지배를 받고도 소멸되지 않고 다시 일어난 민족임. 말 그대로 인
내력 분야 세계 챔피언(World Champion) 금메달 보유자들임. 이러한 사람들(베
트남 공무원, 기업인, 민간인)과 ‘핫 템퍼’ 기질을 가진 한국 기업인들이 전면전으로
맞붙어 싸워 이긴 자, 살아남은 자 만이 사업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것임.

‘넘치는 자신감’, 이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가 파생되는데 한국인들의 넘치는 이 자
신감은 때때로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에서 과도하게 발동되기도 함. 가령 자신감
이 지나치다 보면(베트남 시장이 결코 쉬운 곳이 아닌데) 자칫 베트남을 너무 쉽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베트남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대충 진출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임.

이상에서 살펴 본 이유들과 함께 (어떤 문제는 확실하게 이해도 하지 못한 체) 한
국 중소기업 시행사들은 베트남에 올 때 가지고 온 충분하지 않은 자본금(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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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을 다 잃거나 탕진하고 견디다 견디다 못해 결국 모든 잘못을 베트남 탓으
로 돌리며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임.
(자료 : 김현수,‘하루 만에 끝내는 베트남 대박투자’ 저자, 베트남 전문 매거진 VEYOND : Beyond
Vietnam)

■ 베트남 정부는 2016년 총리 결정문을 통해 현재 연장 2,700km의 고속도로 건설
을 진행하고 있음. 주요 항만과 산업 지역을 연결하는 총 71억 달러의 철도 노선 투
자 계획과 롱탄 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의 확충과 신설도 추진 중임. 베트남 정부는
향후 도로 교통 의존도 감소와 철도·수로 연결을 통한 조화, 현대화된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국가 추진 방향으로 설정할 계획임.
베트남 정부는 투자 확충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정부 차원에서 향후 건설 인프라
재원 확보를 위한 PPP법 마련 등 법 제정과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임. 실제
코트라에 의하면 지난해 베트남이 유치한 외국인 투자액은 총 380억2,000만 달러
로, 이 중 건설업이 10.2%를 차지해 업종으로는 2위를 기록하고 있음.
(자료 : 이코노믹리뷰(http://www.econovill.com)

■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대표 건설 사업 중 하나는 신도시 사
업임. 대우건설의 경우 지난 1996년부터 베트남의 스타레이크시티 조성 사업을
진행 중임. 베트남 정부의 신도시 조성 사업 중 하나로, 사업비는 3억8,800만 달
러, 한화로는 4,600억원 규모임.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에 호텔과 리테일, 오피스
로 구성된 빌딩 건설을 맡고 있음.
대우건설은 베트남에 자사의 브랜드 진출도 시도하고 있음. 대우건설은 현재 하노
이 근교 에코파크에 ‘푸르지오’ 브랜드를 앞세운 아파트를 신규 건설하고 있음.
롯데건설은 호찌민시에 아파트 1,031가구와 오피스텔 231가구를 건설하는 ‘더 그
랜드 맨하탄 프로젝트’ 개발을 베트남 부동산 업체인 노바랜드그룹과 합작해 공동
추진하고 있음. 포스코건설 역시 하노이 북부 근교의 북안카잉에 들어서는 스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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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 신도시 조성에 참여한 바 있음.
GS건설 역시 지난 2004년 베트남의 나베 신도시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음. 베
트남 나베현의 1만7,000가구 규모의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신도
시 사업으로, 예정 수용 인구만 7만 여명 규모임.
중견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코트라에 따르면 신세계 건설
의 경우 지난해 12월 베트남의 리조트 기업인 빈펄과 계약을 통해 베트남 나트랑
과 푸꾸옥에 각각 워터파크 등을 구비한 복합 실내 휴양시설 ‘아쿠아필드’ 건설에
진출함. 코트라의 ‘베트남 거주자들이 직접 말하는 건설업 및 부동산 동향’에 따르
면 신세계 건설은 기존 아쿠아필드 공사를 진행한 한국 인테리어와 시공업체와 함
께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계획임.
인프라 구축과 각종 산업단지 개발 참여도 활발함. 베트남의 국책 인프라 사업으로
꼽히는 ‘하노이 경전철 3호선 건설’ 사업 역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국내 건설업체의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코트라에 따르면 한국 공기업 역시 베트남 건설시장에 진출 중임. 한국토지주택공
사(LH)는 지난 7월‘한국·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산업’ 개발계획을 베트남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 받았음. 하노이 근교 흥옌성에 한국과 베트남 기업이 입주하
는 경제협력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임.
(자료 : 이코노믹리뷰(http://www.econovill.com))

(3) 산업 인프라
■ 베트남의 건설 촉진 분야 : 부동산, 교통, 제조활동, 에너지
■ 부동산 성장률 : 2015년~2020년 간 연평균 성장률 13.5%, 2020년~2030년 추
정 연평균 성장률 11.4%
■ 주목 받는 부동산 활동 : 공장, 공장 근로자 주택, 공장 근로자를 위한 의료, 교육 및
쇼핑몰 복합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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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 주요 분야 : 상가용 부동산, 사무실, 아파트 및 서비스 아파트, 호텔, 빌
라 및 타운 하우스, 산업용 부동산 등
■ 베트남 부동산 부문 분야별 현황(2021년 2분기)

하노이

브랜드들은 연중 팬데믹 발생으로 인해 확장을 연기하고 있음. 식음료(F&B) 브랜
드는 온라인 판매 및 배송 서비스를 통해 점유율을 지탱하고 있음. 한편, 티파니앤
코(Tiffany & Co), 포르셰(Porsche) 등의 명품 브랜드가 베트남시장에 진출했음.

호찌민

소매상들은 신규 지점을 여는 것을 주저하고 있음. 그러나 식음료(F&B) 체인점은
확장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국제 브랜드들이 베트남에서의 확장 계획을 유지하고
있음.

하노이

센트럴 비즈니스 지구(CBD, Central Business District), 특히 호안끼엠(Hoan
Kiem) 지역의 사무실 공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 이 지구
가 완공될 시, 지하철을 기반으로 한 도심 지역 분권화가 촉진되고 미드 타운(Mid
Town) 구역에서 공급되는 양질의 부동산 물량에 대한 관심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호찌민

빈탄(Binh Thanh) 및 7군에 새로운 부동산이 공급되며 CBD의 분권화가 계속되고 있
음. 금융, 교육 및 기술 등의 업종이 사무실 공간을 찾는 주요 수요처 역할을 하고 있음.

상가용
부동산

사무실

아파트 :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프로젝트의 진행이 늦춰지고 프로젝트 개시도 지
연되는 결과를 가져옴. 도심 분권화 계획 외에도, 고급 부동산과 리노베이션 및 업
그레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도 있음
하노이
아파트
및
서비스
아파트

호찌민

서비스 아파트 : 웨스트 레이크(West Lake) 구역의 부동산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데, 이는 특히 이 지역이 국외 거주자들에게 인기 있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임. 한편,
하이즈엉(Hai Duong), 타이응옌(Thai Nguyen) 및 박장(Bac Giang) 지역의
활발한 산업 활동은 출퇴근이 편리한 하노이 벨트지역의 서비스 아파트에 대한 수
요가 향후 커질 것임을 시사함.
아파트 : 건설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보류된 상태이고 새로운 프로젝트 개시는 거의
없음. 많은 부분 주식 거래로 증가한 부유층이 고급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
하고 있음.
서비스 아파트: 장기 계약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봉쇄로 발생한 불황을 이겨낼
수 있었음. 또한 국외 거주자의 귀환/입국으로 인해 FDI 이행이 늘어나면서 이 부
문이 향후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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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2021년 2분기 기준 하노이의 호텔 객실이용률은 25%임. 백신 출시로 인해 여
행객 수요가 생기고 여행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호텔들이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호찌민

수많은 중급 호텔들이 격리 시설로 전환되었음. 이 부문의 실적은 좋지 않지만, 코
로나19로 인한 봉쇄가 끝난 이후에는 여행객이 다시 늘어나 객실 이용률이 회복
될 것으로 기대됨.

하노이

팬데믹으로 인해 부동산 구매자들의 수요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시골 지역
으로 이동하고 있음.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완료되면서 이동 시간의 상당한 개선과
맞물려 이러한 추세는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임. 합리적인 가격 범위에 속하는 단독
주택(토지 및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을 모두 포함하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호찌민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그러나 신규 프로젝트가 도시 전체에 분산되어 있어 좋은
선택지들이 있음. 상가가 구매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음.

하노이

대부분의 산업 부동산은 쯔엉미(Chuong My), 탁텃(Thach That) 및 동안
(Dong Anh) 등의 지역에 있음. 하노이 시는 기존 9개 산업단지 외에 5개 산업단
지를 더 추가할 계획임. 사용률은 평균 90%로 높음. 하노이의 토지 공급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흥옌(Hung Yen) 및 하이즈엉(Hai Duong)과 같은
도시로 투자처를 이동하고 있음.

호찌민

대부분의 산업부동산은 빈짜잉(BinhChanh), 투득(Thu Duc)시, 냐베(Nha Be)
및 꾸찌(Cu Chi) 등의 지역에 있음. 호찌민시는 기존 18개 산업단지 외에 5개 산
업단지를 더 추가할 계획임. 사용률은 평균 85%임.

호텔

빌라 및
타운
하우스

산업용
부동산

■ 교통
- (공통)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교통 부문(도로, 철도, 수로, 항공 등 4대 교통
유형의 총계로 계산함)은 연평균성장률(CAGR) 8.3%로 성장
- (도로) 도로 교통은 교통 부문의 43.7%를 평균적으로 차지.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교통 부문은 10.3%의 안정적인 CAGR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 도로
교통은 4대 교통 유형 중 평균 46.6%를 차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주요 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도로) 하노이 중심의 북부지역과 호찌민 중심의 남부 지역에 비교적 조밀하게
도로망이 개설, 중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족
- (도로) 포장도로는 전체 도로 연장의 28%(2014) 수준 포장상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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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최근에는 부족한 정부재정(ODA)을 줄이고 목표 달성을 위해 ODA+PPP
형태 사업 진행을 선호하여 독려 중 : 떤반-년짝 구간 : EDCF+BOT(한국투자
자), 저우저이- 판티 엣 구간 : World Bank + BOT
- (철도) 모든 노선이 단선이며 협궤(1000mm) 85%, 국제표준궤(1435mm) 7%,
표준궤와 협궤 병용 구간이 8% 수준
- (철도) 기관차 및 차량, 철도교량을 포함한 철도시설이 노후, 하노이-호찌민간
철도의 평균 주행속도는 60km/h(노후구간 40km/h)
- (철도) 기존 철도 노선 개량하여 평균 주행속도 90km/h로 향상, 항만이나 주요
산업 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노선 건설 위해 총 71억불, 10개 노선 투자계획 수립
(총리결정문, 2015.08)
- (철도) 1726km 하노이-호찌민 철도의 시설 업그레이드 및 주행속도 향상
- (철도) 하노이시 5개 노선, 호찌민 6개 노선 : 외국 ODA 지원으로 도시 전철 건설
추진 중
- (철도) 남북축(하노이-호찌민) 철도의 표준궤 고속철도의 타당성 조사(2020년
까지) 및 건설 (2030년) 계획
- (항만) 전국에 걸쳐 총 114개 항만 보유, 주요 항만은 하이퐁항, 다낭항, 사이공항
- (항만) 총 교역량의 80% 이상을 하이퐁항과 사이공항에서 처리하며, 화물 수송량
58% 담당
- (항만) 6개 권역별 항만개발 목표(총리결정문, 2014.06)
권역

복합항만단지

화물 물동량(백만 톤)
2015년

2020년

2030년

1권역(북부)

Quang Ninh, Hai Phong

112-117

153-164

260-295

2권역(북중부)

Nghi Son, Nghe An, Ha Tinh

10.7-11

15.2-16

27.3-30.8

3권역(중부)

Quang Binh, Thu Thien Hue,
Da Nang, Ky Ha, Dung Quat

31-32.5

56.5-70

97.4-115

4권역(남중부)

Quy Nhon, Vung Ro, Khanh
Hoa, Ca Na, Binh Thuan

24-25

61-62.5

85.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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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복합항만단지

5권역(남부)

Vung Tau, HCM, Dong Nai,
Binh Duong

6권역
(메콩강 하류)

Can Tho, Tien Giang, Ben Tre,
Dong Thap

화물 물동량(백만 톤)
2015년

2020년

2030년

142-145.5

191-200

308-345.8

10-11.2

25-28

66.5-71.5

- (공항) 노이바이, 떤선녓, 깟비, 다낭 등 7개 국제공항, 국내선 14개 이상. 항공은
여객 수송량 21.4% 이상 담당
- (공항) 2020년까지 전체 10개 국제공항과 16개 국내선 공항으로 확충, 승객처리
용량 증대 계획(총리결정문, 2009.01)
- (공항) 호찌민 제2 국제공항(롱탄 국제공항) 신설 추진 중
- (상하수도) 2015년 기준으로 기존 하천 이용한 총연장 41,000km의 급수원이 있
으나 전체 인구의 47%(도시 약 60%, 농촌 35%)만이 상수관으로 생활용수 공급
- (상하수도) 전국에 약 170개의 정수장이 있으나 대부분 도시지역에 집중
- (상하수도) 하노이와 호찌민의 상수도 비율은 60-70%, 중소도시 30-40% 수준
- (상하수도) 시급한 급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WB, ADB, EDCF 등 ODA 자금을
지원받아 취수장, 정수장, 상하수도 관로 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건설 추진 중

■ 에너지
-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에너지 부문은 연평균성장률(CAGR) 1.8%를 기록하
며 성장. CAGR 8.2%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적으로 베트남 GDP의 23.3%를 차지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조 공급 부문에 대한 FDI는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계속 증가
- 에너지 부문의 성장은 시설 건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주목할
만한 에너지 부문의 하위 업종에는 (1) 전력 생산, 송전 및 배전, (2) 석탄, 갈탄 및
무연탄 채광, (3) 석유 및 가스 관련 Upstream 활동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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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전력 생산, 송전 및 배전은 연평균성장률(CAGR)
5.5%를 기록하며 성장. 이 부문은 앞으로도 CAGR 7.6%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력 생산, 송전 및 배전 부문은 평균적으로 베트남
GDP의 11.5%를 차지
- 석유 및 가스 관련 Upstream 활동은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연평균성장
률(CAGR) 0.7%를 기록하며 성장. 그리고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이 부문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7.2%의 CAGR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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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설시장 현황

2.1 건설시장 개요

2.1.1 건설 프로젝트 투자 및 개발 절차
(1) 1단계 : 시공 전 단계(프로젝트 개시 단계)
■ 토지 및 투자허가 획득
■ 프로젝트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평가 승인
■ 투자 여부를 검토를 위한 본 타당성조사(경제성, 재무적, 기술적, 법적 타당성, 사회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 또는 건설 경제 기술 보고서(경제 및 기술적 측면에서 건설
프로젝트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의 작성, 평가 및 승인
■ 시공 전 필요한 과업 수행
■ 토지 및 투자허가증 취득
■ 토지 할당 또는 토지 임대
■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기타 토지 부속 자산 소유권 증명 발급 : 성급 인민위원회
■ 투자 등록 증명서 발급 : 기획투자부 또는 공단관리위원회

(2) 2단계 : 시공 단계
■ 현장조사 및 지뢰 제거(필요시)
■ 공사 측량
■ 설계 및 시공 견적 도출, 평가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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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허가서 발급
■ 건설 허가 : 건설부 또는 성급/현급 인민위원회
건설부 : 특수 등급의 공사에 대한 건설허가
성급 인민위원회 : 1급과 2급 건축, 간선도로 및 도심 주요 도로, FDI 투자 등 건설허가
현급 인민위원회 : 위원회 관리 영역 내 도심 등 건설 허가
■ 시공사 선정 및 시공 계약 체결
■ 시공 수행
■ 선급금 지급 또는 완료된 공사대금 지급
■ 투자자 / 발주자 건설 대상 인수

(3) 3단계
■ 건설이 완공된 프로젝트 완료 및 사용 개시
■ 건설사는 투자자 또는 준공된 건설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에 준공 서류 인계,
시설 운영 개시
■ 시공 품질 보증

2.1.2 건설시장 개관
2022년 베트남 부동산시장에 버블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신규 부동산 프로젝트들의 아파트 가격이 2021년 5-20%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전국적인 봉쇄로 인해 건설 활동이 거의 2021년 내내 중단되
면서 시장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음. 따라서 부동산 거품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
을 것으로 보임. 물론, 2022년 2분기 중 코로나19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이 완료되
고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부
동산 투자자들은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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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건설시장은 교통, 부동산, 제조, 에너지산업 부문의 강력한 주도에 의해 여전
히 확장하고 있으나, 건설사들은 치열한 경쟁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베트남
시장에는 이미 교통 건설, 공공서비스 건설, 건물 건설과 관련된 전문 분야에서 다년
간의 업력을 쌓은 많은 업체들이 포진되어 있음.
또한, 건설 산업에 대한 베트남의 법률체계는 통행권, 토지보상, 건설 프로젝트 관리
와 관련된 규정 등이 매우 복잡한 편임. 따라서 신규 건설사 및 해외 건설사들은 베트
남 건설시장에 진출할 때 이러한 사안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베트남의 건설시장은 (1) 건물 건설, (2) 특수 하도급, (3) 교통 및 인프라 건설, (4) 토지
계획 및 개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4개 부문 모두 신규 작업, 추가, 변경,
유지 보수 및 수리를 포함함.

■ 건물 건설 : 건물을 건설하는 용역을 말함. 이 시장에는 신축공사 부지를 조성하는
주체와 건축용 부지로 판매하기 위해 토지를 세분화하는 주체가 포함됨. 건물 건설
시장은 (1) 주거용 건물 건설, (2) 비주거용 건물 건설로 세분되어 있음.
■ 특수 하도급 : 특수 하도급은 건설과 관련된 특수 활동(예: 콘크리트 타설, 현장 정
비, 배관, 도장, 전기공사)을 수행하지만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은 없는 용역을
말함. 이 시장에 속하는 주체가 수행하는 작업은 통상 종합 건설사 또는 분양 건축
업체 등의 주체가 발주하는 하도급계약에 의함. 하지만, 개조 및 보수 분야 건설 작
업은 부동산 소유자를 위해 직접 수행될 수도 있음. 특수 하도급 시장은 (1) 건물 설
비, (2) 건물 마감, (3) 기초, 구조 및 건물 외장, (4) 기타 특수 하도급으로 세분되어
있음.
■ 교통 및 인프라 건설 : 교통 및 인프라 건설 부문은 교통 건설 및 인프라 건설 프로
젝트(예: 고속도로와 댐)를 수행하는 용역을 말함. 이 시장은 (1) 고속도로, 가로 및
교량 건설, (2) 공공서비스 시스템 건설, (3) 기타 교통 및 인프라 건설로 세분되어
있음.
■ 토지 계획 및 개발 : 토지 계획 및 개발 부문은 추후 건축업체에게 판매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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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동산을 구획하여 분할하는 용역을 말함. 토지 용역에는 도로 및 공공서비스
(utility) 라인 설치를 위한 굴착 작업이 포함될 수 있음. 토지 계획 및 개발 시장은
(1) 주거용 토지 계획 및 개발, (2) 상업용 및 기관용 토지 계획 및 개발, (3) 산업용
토지 계획 및 개발로 세분되어 있음.

2.1.3 건물 건설
2020년 기준 건설 부문에서 건물 건설은 57%를 차지함.
■ 주거용 건물(61%) : 다가구 주택 건설(78%), 단독주택(22%)
■ 비주거용 건물(39%) : 공공건물 73% (의료 63%, 교육 21% , 정부 9%, 공공 편의,
종교), 상업건물 27%(사무용 56.5%, 공장 29.4%, 상가 9%, 오락, 스포츠, 접객,
식당, 기타 건물)

2.1.4 특수 하도급
2020년 기준 건설 부문에서 특수 하도급은 31%를 차지함.
■ 건물 설비(46%) : 전기 시공 및 기타 배선 설치(52%), 배관/난방 및 냉방(40%),
기타 설비 공사(8%)
■ 건물 마감(29%) : 벽체 및 단열재(25%), 도장 및 도배(25%), 마감 목공(22%), 바닥
(13%), 타일 및 테라조(6%), 기타 마감(9%)
■ 기초, 구조 및 건물 외장(15%) : 급수관정 드릴(47%), 굴착 및 철거(27%), 지붕(13%)
콘크리트 작업(13%)
■ 기타(10%) : 부지조성(59%), 기타(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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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교통 및 인프라 건설
2020년 기준 건설 부문에서 교통 및 인프라 건설은 11%를 차지함.
■ 고속도로, 가로 및 교량 건설(48%) : 고속도로(59%), 도로(29%), 교량(9%), 터널(2%)
■ 공공서비스 시스템(38%) : 전력선, 통신선 및 관련 구조물(42%), 석유/가스 파이프
라인 및 관련 구조물(40%), 하수도(14%), 급수 관정 드릴(4%)
■ 상수도 본관 및 상수 처리장 (1%)
■ 기타 교통 및 인프라(15%) : 철도선로 신설(79%), 철도선로 수리 및 유지 보수
(11%), 해상(6%), 방파제(2%), 부두(2%)

2.1.6 토지 계획 및 개발
2020년 기준 건설 부문에서 토지 계획 및 개발은 1%를 차지함.
■ 주거용 : 주택 및 주거 단지 개발(72%), 아파트 및 기타 주거지 개발(28%)
■ 상업용 및 기관용 : 상가 부지, 쇼핑몰 부지, 복합시설, 정부 시설 부지
■ 산업용 : 공단/산단 부지 외

2.1.7 코로나19 펜데믹이 건설시장에 미친 영향
■ 전국적인 봉쇄 기간 동안 건설 활동 중단, 일정 지연, 공급 부족
■ 건설자재 공급망 위기, 수입자재 가격 상승
■ 철강, 시멘트, 모래, 벽돌 등은 2020년 말 대비 2021년 2분기 가격이 30%-40%
상승하여 건설 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 원인, 호찌민 아파트는 2021년 15% 상승
■ 부동산 부문에 대한 FDI는 상당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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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건설 프로젝트 개발 트렌트 개관
■ 2000년대 초반 베트남 국영 종합건설사들이 토지매입 후 주상복합단지 개발, 인
프라 및 교통시설 개발 및 운영 시작
■ 지난 10년 동안 비나코넥스(VINACONEX), 송다(Song Da), 대우건설 등 개발 프
로젝트에 도전
■ 부동산 또는 자산 개발로 업력 확장
기존 건설 역량(비용 절감, 숙련된 엔지니어, 첨단 기계 및 장비) 외에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에 도전(주거, 사무, 상가, 호텔, 발전, 고속도로 인프라 등), 부동산 개발은
건설 시공 및 건설자재 제조 등으로 수익 향상 계기가 됨
■ 높은 기대수익으로 종합건설사 외에 건설 이력이 없는 업체들도 부동산 개발사 업
체 참여
고유 브랜드를 붙여 고급빌라, 타워 빌딩, 호텔, 사무용 건물, 산업단지, 주거용 아
파트, 사회주택 아파트 등에 투자

2.1.9 건설 프로젝트 개발 주요 이슈
■ 비축 토지 부족
도심 토지 기금, 특히 중심 사업 지구(CBD) 내에 위치한 기금 한정, 성장 잠재력 있는
시와 성에서 토지 보유분 확보 노력, 치열한 토지 확보 경쟁, 유효한 법적 문서가
있는 토지 확보 어려움 가중
■ 부동산 관리(주상복합 관련 분쟁)
아파트 관련 분쟁의 1/3 이상이 주상복합에서 초래
아파트 매매 계약 금액의 2%를 차지하는 관리비를 부동산 개발자가 주상복합에서
징수하고 건물 운영이 시작되면 그 자금을 아파트 건물 관리 위원회에 반환함. 그
런데 주상복합 인도 지연 시 반환되는 기금이 없어 아파트 건물 관리 위원회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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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보수/긴급 보수를 위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추가 기금 마련해
야 함.
■ 자금 조달 방안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자는 프로젝트 초기에 평균적으로 총 투자금액의 15%에서
20%를 출자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 채권, 투자 조합의 사업 파트너로부터 자금
조달함.
완공되기 전 아파트가 분양시장에서 매매되어 매매 대금이 할부금으로 납부되는
시점에는 고객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됨.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중장기 자본 원천의 부족과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2021년에 수많은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노출됨.
공급망 붕괴로 건설자재 가격 인상(철강 30%~40%, 시멘트 3~5%, 아스팔트
9~10% 상승)과 부동산 구매자들은 소득 감소로 인해 중도 할부금(전체 가격의 최
대 25%) 지불에 어려움을 당함. 프로젝트 건설 완공 지연으로 건설사들은 감세, 부
채 감면, 이자 감면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였음.
■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
2014년 주택법 및 2020년 투자법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자는 투자자가
소유한 토지가 모두 주거용 토지인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에 의해 유효한 투자자로
인정됨.
소유 토지 중에 일부 농업용 또는 비주거용 토지가 포함되는 경우 투자자로 인정받
지 못함. 투자자 인정을 받지 못하면 프로젝트 지연, 수익 상실, 은행 대출이자 부
담 증가함.

2.1.10 2021-2030년 인프라 개발 정부 계획
(1) 교통 인프라 계획
■ 베트남 정부 및 교통부는 교통 인프라 추가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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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기준으로 도로 시스템의 수용력은 한계에 다다랐음. 1,139km에 달하는 베트
남의 고속도로는 km/인구로 측정하는 도로 밀도 측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선진국들보다 적은 편임. 특히, 베트남의 고속도로 개발은 일본, 한국, 중국에
비해 낮은 편임. 따라서 고속도로망을 확충하여 국가 교통의 중추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주어져 있음.
■ 철도 교통의 경우, 남북 고속철도 노선의 완성이 가정 우선적인 과제임. 하노
이 시와 호찌민시의 신규 철도 노선, 그리고 항구, 산업단지, 경제구역, Central
Highlands 지역, 해안 지역 및 인접 국가(중국, 라오스 및 캄보디아)를 연결하는
철도 등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항만 클러스터 조성을 중심으로 내륙 수로 역시 개발 예정에 있음.

2021년에서 2030년까지의 기간 중 교통을 위한 개발 결정문(2050년 비전 포함)
2021년에서 2030년까지의 기간 중 도로망 개발 계획(2050년 비전 포함)
도로망
●

1. (총리)
Decision
1454/
QD-TTg

●

●

고속도로 : 2030년까지 약 5,004km의 고속도로가 건설될 예정 (2021년 대비
약 3,841km 증가). 2050년까지 고속도로망은 기본적으로 41개 노선, 총 길이
약 9,014km로 완성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됨 :
- 남북 축(2개 노선) :
(1) 남북 고속도로 동부 방면(Lang Son에서 Ca Mau까지)은 총 길이 2,063km,
4~10차선
(2) 남북 고속도로 서부 방면은 총 길이 약 1,205km, 4~6차선
- 북부 지역 : 14개 노선, 총 길이 약 2,305km, 4~6차선
- 중부 – Central Highlands 지역 : 10개 노선, 총 길이 약 1,431km, 4~6차선
- 남부 지방 : 10개 노선, 총 길이 약 1,290km, 4~10차선
- 하노이 도심 벨트 : 3개 노선, 총 길이 약 425km, 4~6차선
- 호찌민시 도심 벨트 : 2개 노선, 총 길이 약 295km, 4~8차선
국도 : 2050년까지 172개 노선, 총 길이는 약 2만9,795km(2021년 대비 5,474km
증가). 1차 및 2차 국도로 구분하여 일반 구간은 최소 3등급 기술 표준 적용, 건설
측면에서 어려운 구간은 4등급 기술표준 적용. 기술표준 등급은 필수 건설 관련 국가
위원회(State Committee of Essential Construction)가 정한 도로 설계 표준에
관한 베트남 표준 TCVN 4054:1985에 따른 도로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한 것임
해안도로 : 28개 성 및 시를 통과. 총 길이 약 3,034km, 2~4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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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리)
Decision
1454/
QD-TTg

투자자본
●

위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900조 VND(약 40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 투자 자본은 국가예산, 비국가(민간)재원, 민관협력(PPP)사업 및 		
공적개발원조(ODA)를 포함한 그 밖의 재원에서 조달할 예정

2021년에서 2030년까지의 기간 중 철도망 개발 계획 (2050년 비전 포함)
철도망
●

2. (총리)
Decision
1769/
QD-TTg

총 길이가 약 2,440km인 7개의 기존 철도 노선 외에, 2030년까지 총 길이
2,362km의 새로운 9개 철도 노선으로 전국 철도망을 구성할 계획. 투자 재원은
다음에 초점을 맞출 예정 :

- 남북 고속철도 노선의 2개 우선 구간 (하노이-Vinh, Nha Trang-호찌민)
- 국제적인 관문이 되는 항구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 (Hai Phong 및 Ba Ria-Vung
Tau)
- 호찌민시와 Can Tho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
- 국제 교통 협정 및 인접 국가의 투자 진행에 부합하도록 인접국가(중국, 라오스,
캄보디아)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
● 2050년까지 철도망은 총 길이 약 6,354km, 25개의 철도 노선으로 구성될 예정
투자자본
●

위의 계획을 달성하려면 240조VND(약 11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 투자 자본은 국가예산, 비국가(민간)재원, 민관협력(PPP)사업 및 공적 개발
원조(ODA)를 포함한 그 밖의 재원에서 조달할 예정

2021년에서 2030년까지의 기간 중 내륙 수로망 개발 계획 (2050년 비전 포함)
내륙 수로망
●

2030년까지 내륙수로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9개의 수로 회랑으로 나뉠 예정:
Quang Ninh과 Kien Giang 간 1개 회랑(베트남 중부는 해안 회랑에 속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포함되지 않음),
북부 4개 회랑(Quang Ninh-Hai Phong-하노이, Quang Ninh-Hai PhongNinh Binh, 하노이-Nam Dinh-Ninh Binh, 하노이-Viet Tri-Lao Cai),
남부 4개 회랑(호찌민시-Can Tho-Ca Mau, 호찌민시-An Giang-Kien Giang,
Ba Ria-Vung Tau-Tay Ninh-호찌민시, Tien강 및 Hau강을 통해 캄보디아와
연결되는 수로 회랑).
이들 회랑에는 주요 교통 노선 및 수많은 분기 교통 노선이 포함되어 있음.

3. (총리)
Decision
1829/
QD-TTg

내륙수로 항만
●

2030년까지 총 수용 능력 약 3억 6,100만 톤을 갖춘 54개의 화물 항만 클러스터가
생겨날 예정이며, 북부-중부-남부 지역에 고르게 분포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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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수로 교통
2030년까지 승객 약 5,340만 명의 총 수용 규모를 갖춘 39개의 여객 항구 클러스터
가 마련될 예정. 그 중 북부 지역에 연간 승객 약1,090만 명의 총 수용 규모를 갖춘
10개의 항구 클러스터, 중부 지역에 연간 승객 약 250만 명의 총 수용 규모를 갖춘
14개의 항구 클러스터, 남부 지역에는 연간 승객 약 4천만 명의 총 수용 규모를 갖춘
15개의 항구 클러스터가 있을 것
투자자본
●

3. (총리)
Decision
1829/
QD-TTg

●

위의 계획을 달성하려면 157조 5,330억VND(약 7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 투자자본은 국가예산, 비국가(민간) 재원, 민관협력 사업(PPP) 및
공적개발원조(ODA)를 포함한 그 밖의 재원에서 조달할 예정

4. 총리
승인 대기

2021년에서 2030년까지의 기간 중 항만 개발 계획 (2050년 비전 포함)

5. 총리
승인 대기

2021년에서 2030년까지의 기간 중 항공노선 개발 계획 (2050년 비전 포함)

(2) 부동산 인프라 계획
■ 정부는 주거 및 산업 건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하노이 및 호찌민시의 종합
계획을 조정하고 있음.
부동산 인프라에 관한 개발 결정문
2025년까지의 호찌민시 종합 계획에 조정이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3개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

1. (총리)
Decision
430/
QD-TTg
(2020)

●

●

총리 결정문 1679/QD-TTg(2011) 및 교통부 결정문 497/QD-BGTVT(2016)에
따라 도로 안전통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제3순환 도로의 규모, 방향 및
기준을 업데이트함. 제3순환 도로는 호찌민시, 롱안(Long An), 빈즈엉(Binh Duong)
및 동나이(Dong Nai) 등 4대 주요 도시를 연결함.
제3순환 도로에 연결된 기술 및 과학 R&D 첨단 기술 구역 개발을 위해 9군 롱프억
(Long Phuoc)구의 계획을 업데이트함. 9군은 2군 및 투득(Thu Duc) 군과 함께
호찌민시의 새로운 동부도심 지역의 일부가 될 예정
제3순환 도로와 연결된 완벽한 시설 및 인프라를 갖춘 주거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9군 롱빈(Long Binh) 및 롱탄미(Long Thanh My)에 대한 계획을 업데이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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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강(Red River) 주거지역을 형성하는 홍강(Red River) 양안의 교통 및 부동산 개발에
중점을 둬 홍강(Red River)에 대한 종합 계획을 조정
●

2. (총리)
Decision
1259/
QD-TTg
(2011)
– 정부 및
하노이
인민위원회의
조정
미결 상태

●

●

총면적 11,000 헥타르, 13개 지구 통과(Me Linh, Dong Anh, Long Bien, Gia
Lam, Thuong Tin, Thanh Tri, Hoang Mai, Hai Ba Trung, Hoan Kiem, Ba
Dinh, Tay Ho, Bac Tu Liem, Dan Phuong)
인구는 28만 - 32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 (홍강변 도로 건설 및 10개 신규 교량
건설을 위해 1,500세대 이주 예정)
홍강을 가로지르는 신규 교량 10개 건설: 반푹(Van Phuc), 홍하(Hong Ha), 트엉깟
(Thuong Cat), 탕롱(Thang Long), 뜨리엔(Tu Lien), 쩐흥다오(Tran Hung Dao),
제2 빈뚜이(Vinh Tuy2)(현재 공사 진행 중, 2021년 착공), 메소(Me So), 푸쑤옌
(Phu Xuyen), 응옥호이(Ngoc Hoi). 현재 홍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은 탕롱(Thang
Long), 쯔엉드엉(Chuong Duong), 제1 빈뚜이(Vinh Tuy 1), 탄찌(Thanh Tri),
녓떤(Nhat Tan), 빈틴(Vinh Thinh), 롱비엔(Long Bien), 반랑(Van Lang)등 8개임.
2050년이 되면, 홍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은 18개가 될 것임.

(3) 발전 인프라 계획
발전 인프라 계획에 관한 개발 결정문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개발계획 (2045년 비전 포함)
전력 생산 및 생산능력
1차 에너지 생산(석유, 석탄, 천연가스, 바이오 연료 및 폐기물, 원자력, 수력, 재생에너
지를 통한 에너지 생산)은 2030년까지 약1억 7,500만-1억 9,500만 석유 환산 톤
(TOE), 그리고 2045년까지 약 3억 2,000만-3억 5,000만 석유 환산 톤(TOE)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전력 공급원의 총 생산능력(수력, 천연가스, 석탄, 재생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전력)
은 2030년까지 약 125-130GW에 이를 것이며, 전력 생산량은 2030년까지 약
1. (정치국)
5,500-6,000억k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2020년: 2,470억 kWh).
Resolution
● 재생에너지(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 매스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2030년까지
55-NQ/TW
전체 1차 에너지 공급의 약15-20%를 차지할 것이며, 2045년까지는 전체 1차 에
너지 공급의 약 25~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최종 사용자의 총 에너지 소비량은 2030년까지 1억 500만-1억 1,500만 석유 환
산 톤(TOE), 그리고 2045년까지는 1억 6000만-1억 9000만 석유 환산 톤(TOE)
에 이를 것으로 예상
● 1차 에너지의 생산능력은 2030년까지 GDP기준 미국 달러화 1,000 달러당 420460석유 환산 킬로그램(kgOE)에 이를 것이며, 2045년까지는 GDP 기준 1,000 달
러당 375-410kgOE에 이를 것으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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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인프라 및 자원
베트남은 지역 전력 계통망에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전력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2030년까지 베트남의 전력 공급 안정성(=전력 공급 중단의
감소)는 아세안 회원국 중 상위 4개국 안에 들 것이며, 동시에 전력 보급률(=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은 아세안 회원국 중 상위 3위 안에 들 것으로 예상
● 정유시설은 국내 수요의 최소 70%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 전략적 석유 비축량이
순 수입량의 최소 90일에 이르도록 보장할 것(전략적 석유 비축량이 이전 연도의
평균 일일 순 수입량에 90을 곱한 것과 동일한 분량). 베트남은 2030년까지
약80억m3 및 2045년까지 약150억m3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할 수 있는
1. (정치국)
Resolution
충분한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55-NQ/TW ● 최종 사용자의 총 에너지 소비 대비 에너지 절약 비율은 2030년까지 약 7%, 그리고
2045년까지 약 14%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에너지 부문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국가 발전 흐름이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때)은 2030년 15%에 이르고, 2045년에는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
●

발전 인프라 자금조달
●
●

국영기관: 에너지 부문에서 국영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재구성, 혁신 및 개선 예정
비국영/민간주체: 비국영/민간주체는 에너지 개발의 사회화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함

2030년까지 국가전력 발전계획(2045년 비전 포함) (Electricity Master Plan VIII)
전기 공급원의 총 설비용량
베트남 전기 공급원 총 설비용량은 2030년까지 13만 371-14만 3,839MW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2020년: 6만 9,300MW)
- 석탄 화력발전이 28.3-31.2%를 차지할 것(2020년 : 31.1%).
- 가스 화력발전(LNG 포함)은 21.1-22.3%를 차지할 것(2020년 : 10.3%).
- 대형, 중형 및 양수 저장 수력발전은 17.7-19.5%를 차지할 것(2020년: 30.0%).
-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바이오 매스 발전)는 24.3-25.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2020년: 25.3%).
- 수입 전기는 약 3-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2020년: 0.8%).
● 베트남 전기 공급원의 총 설비용량은 2045년까지 26만 1,951- 32만 9,610MW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석탄 화력발전이 15.4-19.4%를 차지할 것임.
- 가스 화력발전(LNG 포함)은 20.6-21.2%를 차지할 것임.
- 대형, 중형 및 양수 저장 수력발전은 9.1-11.1%를 차지할 것임.
- 재생에너지(작은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 매스 발전)은 26.5-28.4%를 차지할 것임.
- 수입 전기는 약 3.1%를 차지할 것임.
●

2. 총리
승인 미결
상태
(2021년
11월 현재
유엔 기후
변화 협약
COP26에
따라
Electricity
Master
Plan VIII
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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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발전소 개발
2020-2025년 수력 발전 프로젝트 추진현황 보고서(산업통상 자원부 산하 전기 및
재생 에너지청-EREA 작성)에 따르면 중형 및 대형 수력발전소 1,840MW가 추가로
증설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 프로젝트가 포함됨 :
- 호아빈(Hoa Binh) 수력발전소는 총용량 480MW를 갖춘 발전기 2기를 증설할
예정. 이 프로젝트는 2021년 1분기에 시작되었고, 2024년 말에 완료될 예정
- 이알리(Ialy) 수력발전소는 총용량 360MW를 갖춘 발전기 2기를 증설할 예정.
이 프로젝트는 2021년 2분기에 시작되었고, 2024년 말에 완료될 예정
- 찌안(Tri An) 수력발전소는 총용량 200MW를 갖춘 발전기 2기를 증설할 예정.
이 프로젝트는 2022년 1분기에 시작되어 2025년에 완료될 예정
● 작은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700MW 용량을 추가할 것
으로 예상. 따라서 2045년에는 수력발전이 베트남 전기 공급원의 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2. 총리
승인 미결
상태
(2021년
11월 현재
유엔 기후
변화 협약
COP26에
따라
Electricity
Master
Plan VIII
개정 중)

LNG 개발
● 베트남은 전통적인 에너지 공급원(석탄 및 석유를 비롯한 화석 에너지)을 탈피하는
동시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LNG 도입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 LNG 도입률은 2020년
0%에서 2030년에는 약 1만 2,550-1만 7,100MW, 즉 전체 에너지 공급원 중
약 10-1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점차 증가하여 2045년에는 4만 3,000MW
로 전체 에너지 공급원 중 약 15-1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재생에너지 개발
●

재생에너지원은 2020년 총 에너지 설비 용량의 24.4%를 차지했음. 이 수치는
2030년까지 24.3-25.7%, 2045년까지는 26.5-28.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력 인프라를 위한 자금조달
●

2021년에서 2030년 사이에 베트남은 전기 부문에 미 달러화 기준 993억 2천만
달러-1,159억 6천만 달러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연간 100억 달러-115억달러에
해당함. 세부적으로는, 연간 85억 7천만 달러-101억 5천만 달러를 전기 공급원
개발에 투입할 예정임.
한편 송전 계통망에 대한 투자는 연간 13억 6천만 달러- 14억 4천만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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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민관협력(PPP) 프로젝트
■ 베트남의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사업에 관한 법은 2020년
에 통과되어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됨. 이 법은 PPP에 대한 Decree 63/2018/
ND-CP를 보완하는 역할을 함. 2020년 PPP에 관한 법에 제공된 법적 프레임
워크는 인프라 개발에 대해 민간 부문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의
도를 보여줌.

(1) 민관협력(PPP) 프로젝트 동향
■ 2020년 PPP에 관한 법에는 다음과 같은 5대 PPP 투자 부문이 명시되어 있음.
(1) 교통, (2) 송전 계통망 및 발전소(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2018년 전기에 관한 법에
따라 국가가 독점하는 발전소 제외), (3) 관개, 상수도 및 하수도, (4) 의료 및 교육,
(5) IT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1) 최종 사용자로부터 수입을 거두는 프로젝트, 즉 시공-운영-이전(BOT), 시공이전-운영(BTO), 시공-소유-운영(BOO), (2) 프로젝트 품질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
가 비용을 지불하는 프로젝트, 즉 시공-이전-임대(BTL) 및 시공-임대-이전(BLT)

■ 교통(특히, 고속도로망) 부문은 2021년에서 2030년까지의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건설 프로젝트 투자를 계속 유치할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 부문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2020년 PPP에 관한 법에 따르면 BTL 및 BLT 프로젝트는 교통부문 중 특히
우대하는 분야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소프트 인프라(soft infrastructure)”로 간
주되는 의료, 교육, IT와 같은 분야는 더욱 우대를 받게 됨.

■ PPP에 관한 법은 또한 은행 대출 등 더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프로젝트 채권의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본 법이 채권을 통한 프로젝트 리파이낸싱(refinancing)에
대한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에게는 장기투자에 대한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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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이 제공되는 셈임.

(2) 민관협력(PPP) 프로젝트는 인프라 개발을 위해 국가예산에 가해지고 있는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음
■ 베트남 정부는 인프라 개발의 약 90%를 책임지고 있으며, 공공투자는 GDP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음(상대적으로 높은 수치). 2020년에서 2040년 사이에 인프라 개
발과 관련하여 베트남은 현재 투자 추세 외에도 910억 달러(USD91billion)가 추가
로 필요할 수 있음. 한편, 코로나19는 국가예산(특히 보건 의료 지출)에 추가적인 압
박을 가했음. 현재 상황을 감안했을 때 PPP 프로젝트가 베트남 국가예산에 추가 압
박을 가하지 않고 베트남이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됨.

■ PPP 사업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PPP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표준 벤치마크 역할을 해야 함. 현재로서는 PPP에 관한 법에 따른 최초
사업으로 선정된 남북 고속도로 구간(Dien Chau-Bai Vot 등)이 PPP의 대표적
사례임.

2.1.12 건설시장 규모 및 추이
(1) 건설시장 동향
’17년 건설시장 규모는 126억 불로 추정되며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 분야와 발전
등에서 전년대비 7~20%씩 성장, ’17년 GDP 성장률 목표치 초과 달성(6.8%)에 기여
하면서 국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

(교통) 연평균 7% 이상 성장 중임. ’16년 기준 시장규모는 22 억불로 총 인프라 사업
비의 68%를 차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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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총 발전설비 용량은 ’20년 72GW, ’30년 147GW까지 확대될 전망임.

(수 처리) ’16~’20년 연평균 5.5% 성장 전망임. ADB, ’20년까지 총 10억 불 지원 계획임.

(석유화학) 현재 2곳(증꿧, 응이손) 가동 중. ’20년까지 6~7개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을 추진 중임.

(도로) 베트남 도로는 총 278,176km로 국도, 지방도, 구(區)도, 동(洞)도, 특별도, 고속
도로 등으로 구분됨.

(철도) 베트남 철도의 총 길이는 3,147km로 가장 긴 노선은 하노이와 호찌민을 잇는
하노이-호찌민 철도로 1,726km에 달함.

(공항) 베트남 공항은 총 21개 있으며 모든 공항은 국영 베트남공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음.

(항만) 베트남 항구는 ’19년, 전년 대비 14% 증가한 총 6억 5천4백만 톤의 수하물을
처리함.

’17.7 세계은행 IDA 차관 공여 대상국에서 IBRD 공여 대상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
환기간, 이자율 등 원조 조건이 불리해져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차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16.4 고속도로, 항구 등 인프라 사
업에 총 8.5억 불을 지원받기로 일본 정부와 차관협정을 체결함.

남북 고속도로(Nao Naung-Quaung Ngaoi, 130km 구간), 라이치 티엔 항만 건설
사업(도로·교량, 국제 심해항) 등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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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시장 전망
2018년 건설시장 규모는 142억불 내외로 추정됨.
GDP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내외 수준 유지함.
건설시장 규모

                              (단위 : 억 불, %)

구 분

2016e

2017f

2018f

2019f

2020f

2021f

건설시장 규모

113

126

142

157

174

193

건설시장 성장률

10.0

9.6

9.6

7.2

7.1

7.1

건설/GDP 비중

5.6

5.8

5.9

5.9

5.9

5.0

건설시장은 ’12년 이후 호조를 보이고 있는 주택·부동산을 중심으로 10%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18년에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갈 전망임.
과거 ’07년 전후의 15~18%대의 성장률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나 비교적 안정적인
8%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정부는 ’30년까지 총 1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중단
하기로 결정(’16.10), 이를 대체하기 위해 화력발전소 건설을 집중 건설하기로 선회.
현재 약 20기인 석탄화력 발전소를 2020년 31기, 2030년에는 51기로 증설할 계획임.
건설시장은 정부의 교통 인프라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정책 기조에 따라 일
정 성장폭 변화가 있으며, 원전 건설 취소를 계기로 향후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여부 재검토, 일정 조정 등이 이루질 것으로 보임.
안정적인 가계소비와 내수시장 성장 지속, 투자 증가 등으로 경제전망이 밝으며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 증가에 따른 주택 등 부동산 경
기 활성화로 건설시장은 보다 더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됨.
’19.10 국회에 제출한 PPP법 제정안이 ’20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하여 인프라 전
분야에서 민간 금융을 활용한 방식의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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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건설원가구조
(1) 베트남 및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건설원가구조 개관

■ 베트남의 m2 당 평균 건설 비용은 한국 및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
세안 동료 국가들의 건설 공사 비용보다 낮음.
2019년 기준 m2 당 평균 건설 원가 : 하노이/ 호찌민 689USD, 자카르타 736.6USD,
광저우 811USD, 마닐라 853.2USD, 쿠알라룸푸르 908.6USD, 아시아 평균
1,273.4USD, 서울 1,593.5USD, 홍콩 3,893.8 USD, 도쿄 4,001.5USD
■ 베트남의 건설원가는 일반적으로 직접비(자재비, 인건비, 기계장비 비용) 및 간접
비로 나뉨. 베트남에서는 통상 간접비(예: 행정 비용 또는 일반 관리비)가 직접비보
다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접 자재비가 총 건설원가의 절반을 차지함. 이러한
경향은 건설시장 등 자재를 많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산업의 특성임. 코로나19로 인
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시멘트, 모래, 벽돌 등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총공
사비에서 직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2021년 비용 유형별 베트남 건설원가 구조
직접 자재비 49.5%, 직접 인건비 13.7%, 하도급 비용 13.6%, 일반 생산경비 9.8%
직접 기계경비 5.5%, 행정관리비 4.7%, 건설이자비용 1.5%, 기타 1.7%
■ 베트남 건설원가 구성 항목
- 직접 자재비 : 건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및 자재의 비용 (철골, 시멘
트, 벽돌 등)
- 직접 인건비 : 건설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기업의 관리 목록에 따라 용역을 수행
하는 종업원 및 특정 유형의 작업을 하는 외주 인력에게 지불해야 하는 대금을 포
함. 지불 대상 비용은 (1) 급여 및 임금, (2) 수당 (즉, 근무 조건, 작업 복잡성, 생
활여건 등으로 인해 종업원에게 보상해야 하는 금액으로서, 급여 또는 임금에 완
전히 반영되지 않은 금액), (3) 급여공제 (사회보험, 건강보험, 노동조합 회비, 실
업보험) 등
- 직접 기계장비 비용 : 건설사가 수작업 및 기계 공법의 혼합 공법을 사용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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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및 설치를 수행하는 경우, 건설 및 설치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건설 차량 및 기
계를 사용하는 데 대한 직접 기계장비 비용
- 일반 생산 경비 :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산 및 일반 사업 경비로서, (1) 작업
장, 부서 및 팀을 관리하는 직원의 급여, (2)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 (3) 작업장, 부서, 생산직 직원의 급여에 대해 규정된 비율에 따라 산출
하는 사회 보험, 건강 보험, 노동조합 회비, 실업 보험에 대한 공제 등
- 하도급 비용 : 하도급자의 특수 용역 제공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 행정 관리비 : 건설 공사의 일반 관리비로서, (1) 관리부서 직원의 급여(임금 및
수당 포함), (2) 관리 직원의 사회 보험, 건강 보험, 노동조합 회비, 실업 보험, (3)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무 자재, 도구,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비, (4) 토지 임대
료, (5) 면허세, (6) 대손충당금, (7) 외주 서비스(전기, 수도, 전화, 팩스, 손해 보
험, 화재 방지 등), (8) 기타 현금 비용(접수, 고객 상담 등)
- 건설 이자 비용 : 건설 활동 중에 발생 이자 비용
- 기타 비용 : 상기 항목 분류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비용

2.1.14 2030년까지 건설시장 전망
베트남 건설시장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8.1%의 연평균 성장률(CAGR)로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됨. 건물 건설 부문은 계속해서 건설시장 가치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건설 부문 중 차치하는 비율은 건물 건설 57%, 특수하도급
31%, 교통 및 인프라 11%, 토지계획 및 개발 1%로 예상됨.

(1) 건물 건설
건물 건설 부문은 연평균 성장률(CAGR) 8.2%를 기록하며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됨. 이 부문은 (1) 주거용 건물 62%, (2) 비주거용 건물 38% 등 두 가지 하위 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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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되어 있음.

■ 주거용 건물 건설
주거용 건물 건설 부문은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연평균 성장률(CAGR)
8.3%를 기록하며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이 부문은 (1) 다가구주택 건설 80%
(2) 단독가구용 주택(단독주택) 건설 20%, 두 가지 하위 분야로 세분되어 있음.
■ 비주거용 건물 건설
비주거용 건물 건설은 연평균 성장률(CAGR) 8.1%를 기록하며 계속 성장할 것으
로 예상됨. 이 부문은 (1) 공공건물 72%, (2) 상업건물 28% 등 두 가지 하위 부문으
로 세분되어 있음. 공공건물은 계속해서 비주거용 건물 건설 부문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공공건물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공공건물 건설은 연평균 성장률(CAGR) 8.0%를 기
록하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의료용 건물 및 교육용 건물 건설이 공공건물 건설
부문의 주요 부문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2030년에 공공건물 중 차지하는 비율은 의료용 건물 55%, 교육용 건물 22%, 정
부 건물 15%, 공공 편의시설 5%, 종교 건물 3%로 예상됨.
■ 상업건물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상업건물은 연평균 성장률(CAGR) 8.4%를 기록하며 성
장할 것으로 추정됨. 사무용 건물 및 공장건물은 상업건물 부문 중 주요 비중을 차
지할 것으로 예상됨. 2030년에 상업건물 중 차지하는 비율은 사무용 건물 57%,
공장 건물 30%, 상가 건물 9%, 기타 상업 건물 3%, 기타 1.6%로 예상됨.

(2) 특수 하도급
특수 하도급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8.1%를 기록하며 계
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건물 설비 건설은 계속해서 특수 하도급 부문 중 주요 비중
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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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에 특수 하도급 중 차지하는 비율은 건물 설비 45%, 건물 마감 30%, 기초, 구
조 및 건물 외장 15%, 기타 9%로 예상됨.

■ 건물 설비
건물 건축 설비 하도급 부문은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7.9%를 기록하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전기 시공 및 기타 배선 설치 건설사는 계
속해서 건물 설비 시장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2030년에 건물 설비 하도급 중 차지하는 비율은 전기 시공 및 기타 배선 설치
52%, 배관, 난방 및 냉방 40%, 기타 8%로 예상됨.
■ 건물 마감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건물 마감 하도급 부문은 연평균 성장률(CAGR) 8.4%
를 기록하며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 2030년에는 마감 목공 공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2030년에 건물 마감 하도급 중 차지하는 비율은 마감 목공 24%, 도장 및 도배 24%,
벽체 및 단열재 23%, 바닥공사 14%, 타일 및 테라조 7%, 기타 8%로 예상됨.
■ 기초, 구조 및 건물 외장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기초, 구조 및 건물 외장 부문은 연평균 성장률(CAGR)
8.8%를 기록하며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급수 관정 드릴 공사는 계속해
서 기초, 구조 및 건물외장 시장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2030년에 기초, 구조 및 건물 외장 하도급 중 차지하는 비율은 급수 관정 드릴공사
62%, 굴착 및 철거 23%, 콘크리트 작업 8%, 지붕공사 7%로 예상됨.
■ 기타 특수 하도급
기타 특수 하도급 시장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7.1%
를 기록하며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부지조성 공사 부문은 계속해서 기타 특
수 하도급 시장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2030년에 기타 특수 하도급 중 차지하는 비율은 부지조성 공사 55%, 기타 45%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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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 및 인프라 건설
교통 및 인프라 건설시장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7.4%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이 부문은 (1) 고속도로, 도로 및 교량, (2) 공공서비스 시스템, (3) 기타 교통 및 인프라
등 세 분야로 세분되어 있음. 고속도로, 도로 및 교량 건설은 계속해서 교통 및 인프라
건설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2030년에 교통 및 인프라 건설 중 차지하는 비율은 고속도로, 도로 및 교량 45%, 공
공 서비스 시스템 39%, 기타 16%로 예상됨.

■ 고속도로, 가로 및 교량 건설
고속도로, 도로 및 교량 건설시장은 연평균 성장률(CAGR) 7.3%를 기록하며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고속도로 부문은 계속해서 고속도로, 도로 및 교량 건설시
장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2030년에 고속도로, 도로 및 교량 건설 중 차지하는 비율은 고속도로 59%, 도로
31%, 교량 8%, 터널 2%로 예상됨.
■ 공공서비스 시스템 건설
공공서비스 시스템 건설시장은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연평균 성장률
(CAGR) 7.5%를 기록하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전력선, 통신선 및 관련 구조물
공사 부문은 공공서비스 시스템 건설 부문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2030년에 공공서비스 시스템 건설 중 차지하는 비율은 전력선, 통신선 및 관련 구
조물 43%,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관련 구조물 40%, 하수도 13%, 급수관정 드
릴 공사 4%, 상수도 본관 및 상수처리장 1%로 예상됨.
■ 기타 교통 및 인프라 건설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기타 교통 및 인프라 건설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CAGR) 7.6%를 기록하며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 철도 선로 신설 시장은 기타 교
통 및 인프라 건설시장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2030년에 기타 교통 및 인프라 건설 중 차지하는 비율은 철도 선로 신설 73%, 철도
선로 수리 및 유지 보수 11%, 방파제 7%, 해상건설 6%, 부두건설 2%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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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계획 및 개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토지계획 및 개발 건설시장은 연평균 성장률(CAGR)
12.9%를 기록하며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 주거용 토지계획 및 개발 건설은 계속해서
토지계획 및 개발 시장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2030년에 토지계획 및 개발 중 차지하는 비율은 주거용 토지계획 및 개발 81%, 상업
용 및 기관용 토지계획 및 개발 9%, 산업용 토지계획 및 개발 9%로 예상됨.

■ 주거용 토지계획 및 개발
주거용 토지계획 및 개발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CAGR) 10.9%를 기록하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주택 및 주택 단지 개발 부문은 계속해서 주거용 토지계획 및 개발
중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2030년 주거용 토지계획 및 개발 중 차지하는 비율은 주택 및 주택단지 개발
76%, 아파트 및 기타 주거 개발 24%로 예상됨.
■ 상업용 및 기관용 토지계획 및 개발
2023년에서 2030년 사이에 상업용 및 기관용 토지계획 및 개발 건설시장은 비교
적 꾸준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산업용 토지계획 및 개발
2027년에서 2030년 사이에 산업용 토지계획 및 개발은 비교적 꾸준한 실적을 유
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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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설인력 시장
(1) 인력시장 개관
산업 및 건설 종사 인력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베트남 전체 노동
인력의 27.1%를 차지했음. 전체 노동시장 중 산업 및 건설 부문의 고용이 연평균 성
장률(CAGR) 6.2%를 기록하며 다른 부문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났음.
건설 노동인구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적으로 전체 산업 및 건설 노동인구의
28.3%를 차지했음.

(2) 건설 노동인력의 교육훈련
2020년 현재 건설/토목 공학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교 및 전문대학은 46개
가 있음. 이들 대학 중 대다수(63%)는 학사 학위 프로그램(공학 분야)을 제공함.
하노이 및 호찌민시를 합친 규모는 전국 건설 관련 교육 기관의 65.2%를 차지함.
건설에 종사하는 노동인력의 평균 13.9%가 숙련(즉, 건설에 관한 정식 교육을 받은)
노동인력이며, 이는 베트남 평균인 21.7%보다 낮은 수치임.
베트남의 숙련된 건설 노동인력은 (1) 엔지니어, (2) 기능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인력,
(3) 견습 인력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음.

- 엔지니어는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인력임.
- 기능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노동인력은 건설 분야 숙련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함.
기능대학은 직업 훈련 전문대학으로서, 학생들이 건설, 호텔 관리 및 접객 등과 같
은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음. 기능대학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대부분은 기술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견습 인력은 기계 작동 및 유해 화학 물질 처리와 같이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
업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건설 작업자로부터 현장 교육을 받음.

베트남의 비숙련 건설 노동인력은 건설 현장에서 수작업에 종사함. 비숙련 건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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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은 또한 특정 계절에만 일하는 경향이 있음(즉, 농업 노동의 대안으로 계절에 따
라 건설 현장에서 일을 찾음).

(3) 건설 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개인의 임금
다음은 그룹별 현지 노동자 1인당 1일 평균임금(USD)을 나타냄.

(i) 직접 건설 노동자
- 1지역(하노이, 호찌민 도심 구역) : 15USD
- 2지역(하노이, 호찌민 교외 구역) : 12USD

(ii) 건설 엔지니어
- 1지역 : 17USD
- 2지역 : 15USD

(iii) 건설자문
- 선임 엔지니어, 프로젝트 관리자 : 34USD
- 주 엔지니어, 부서 관리자 : 26USD
- 일반 엔지니어 : 17USD
- 기술자(직업학교, 전문대학) : 12USD

(iv) 잡역 노동자
- 1지역 : 27USD
- 2지역 : 24USD

(v) 차량 운전원
- 1지역 : 12USD
- 2지역 : 11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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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설장비 시장

(1) 시공 및 광산장비
시공 및 광산 장비에 대한 수요는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연평균 성장률(CAGR)
2.3%를 기록하며 성장했음.
2020년에 장비 종류별 수요는 자주식 도로 건설 장비 및 토공 장비 37.5%, 시공 및
광산기계 부품 18.6%, 선별, 분리, 분류 및 세척 기계 9.6%, 파쇄기 및 분쇄기 8.4%,
비포장도로용 덤프트럭 6%로 나타났음.

(2) 핸들링 및 인양장비
핸들링 및 인양 장비 수요는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연평균 성장률(CAGR)
7.6%를 기록하며 성장했음.
2020년 장비 종류별 수요는 연속 작동식 물품 컨베이어 및 엘리베이터 25.4%, 크레
인 및 리프팅 프레임 21.7%, 핸들링 및 인양장비 부품 17.7%, 작업 트럭 10.2%, 리
프트 및 스킵 호이스트 9.6%로 나타났음.

(3) 건설장비 수입
베트남 건설 장비의 대부분은 수입품임. 현재 베트남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건설 장비
종류는 EKG-10과 VMC-500 굴착기 등으로 한정적인 편임.
중국은 베트남에 건설 장비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서 2020년 수입된 건설 장
비 금액 중 40.4%를 차지했고, 중국과 함께 일본, 한국 세 나라가 베트남 전체 건설
장비 수입의 79%를 차지했음,
2020년 현재 국가별 건설장비 수입 점유율은 중국 40.4%, 일본 21.3%, 한국 17.3%임.

(4) 건설장비의 시장가격
2021년 10월 현재 다음의 건설장비 임대가격은 장비 1회 임대 8시간 기준, 운전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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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장비 임대료임.

- 토공 장비
크롤러 굴착기(0.65㎥) : 1일 90USD(월 1,636USD)
크롤러 굴착기(0.8㎥) : 1일 99USD(월 1,722USD)
크롤러 굴착기(1.25㎥) : 1일 131USD(월 3,014USD)
휠로우더(2.8㎥) : 1일 233USD
불도우저(110HP) : 1일 82USD(월 1,249USD)
불도우저(180HP) : 1일 146USD(월1,507USD)
불도우저(320HP) : 1일 241USD
자주식 스크래이퍼(9㎥) : 1일 177USD
자주식 스크래이퍼(16㎥) : 1일 215USD
자주식 휠 롤러(16톤) : 1일 78USD
자주식 진동롤러(15톤) : 1일 73USD
- 리프트 장비
자동차 크레인(10톤) : 1일 88USD(월 3,746USD)
자동차 크레인(50톤) : 1일 224USD
휠 크레인(100톤) : 1일 289USD(월 6,330USD)
타워 크레인(20톤) : 1일 94USD(월 4,737USD)
타워 크레인(60톤) : 1일 181USD
지게차(12m) : 1일 60USD
- 기초파일 장비
크롤러 파일 드라이버(4.5톤) : 1일 158USD
- 건설자재 생산장비
콘크리트 배치플랜트(75㎥/h) : 1일 155USD
콘크리트 배치플랜트(125㎥/h) : 1일 245USD
아스콘 배치플랜트(80톤/h) : 1일 495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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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포장 장비
아스팔트 포장기(190HP) : 1일 141USD
역청 분무기(140HP) : 1일 181USD
- 운송 트럭
화물트럭(10톤) : 월 818USD
화물트럭(15톤) : 월 947USD
화물트럭(20톤) : 월 1,033USD
덤프트럭(15톤) : 1일 151USD(월 1,507USD)
- 발전기
발전기(250kVa) : 월 3,746USD

2.4 주요 건설업체 현황
(1) 2020년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현지 주요 건설 업체들

(i) 건물 건설 부문
코텍콘스(Coteccons) : 비국영회사, 매출 628.2백만 불, 인력 1,659명 보유
호아빈(Hoa Binh) : 비국영회사, 매출 483.4백만 불, 인력 5,257명 보유
CC1(Construction No.1) : 비국영회사, 매출 294.8백만 불, 인력 1,994명 보유
델타 그룹(Delta Group) : 비국영회사, 매출 326.4백만 불, 인력 2,068명 보유

(ii) 교통 인프라 부문
시엔코4(CIENCO4) : 국영회사, 매출90백만 불, 인력 1,466명 보유
비나코넥스(VINACONEX) : 비국영회사, 매출 239.백만 불, 인력 2,978명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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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발전 부문
송다(Song Da) : 국영회사, 매출260.3백만 불, 인력 5,584명 보유
PCC1(Power Construction No.1) : 비국영회사, 매출 287.6백만 불, 인력1,395명 보유
리라마(LILAMA) : 국영회사, 매출260.96백만 불, 인력 580명 보유

■ 2020년 기준, 베트남 건설사들은 베트남 건설시장의 43%를 차지한 반면 나머지
57%는 해외 건설사가 차지했고, 해외 건설사 중에서는 한국 건설사가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했음(전체 건설시장에서의 점유율 17%, 전체 해외 건설사 시장에서의 점
유율 32%).
■ 베트남 건설시장에서 베트남 국내 건설사의 점유율은 아세안 지역 다른 국가들에 비
해 낮음. 이는 베트남 건설시장이 해외 건설기업에 크게 수용적이라는 점을 보여줌.
동남아 국가별 건설시장의 현지 건설업체 점유율 : 베트남(43%), 인도네시아
(65%), 말레이시아(62%), 태국(56%), 필리핀(34%)
■ 프로젝트 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베트남 국내 건설사들은 베트남 전체 건설 프로
젝트의 71%를 차지함. 해외 건설사가 나머지 23%를 차지하며, 해외 건설사가 수
행한 전체 프로젝트 금액 중 한국건설사의 비중은 44% (베트남 전체 건설 프로젝
트 금액의 약 13%)를 차지했음.
2020년 기준, 베트남 건설시장에서 활동하는 주요 건설사의 프로젝트 금액 규모 :
- 호아빈 건설 그룹 : 541억불
- 중국철도건설공사(CRCC) : 391억 불
- 베트남 국영 석유 및 가스 그룹(VNOG) : 381억 불
- 코텍콘스 그룹 : 353억 불
- GS 홀딩스 : 249억 불
- 리라마 코퍼레이션 : 207억 불
- 스미토모 코퍼레이션(Sumitomo) : 180억 불
- 비엣소브페트로 주식회사(Vietsovpetro JVC) : 177억 불
- 페콘 주식회사(FECON JSC) : 169억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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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건설업 제도

2.5.1 면허 및 허가 제도
■ 건설 공사 : 건물 일반건설공사, 토목 일반건설공사, 설치 및 조립 공사, 건물 준공
및 마무리, 기타 공사
■ 건설법 적용 대상 : 베트남 영토 내에서 건설투자활동을 수행하는 베트남 단체 및
개인과 외국 단체 및 외국인(건설법 제2조)
■ 건설행정 담당 기관 : 건설부, 성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성급인민위원회), 성
산하의 현, 군, 심사, 시 인민위원회(현급 인민위원회)
■ 건설 프로젝트 투자관련 인허가 절차 : 투자정책승인(IPA, Investment Policy
Approval), 투자등록증(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기업등록
증(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특정 인허
가 절차를 수속해야 함.
■ 투자 프로젝트에서 토지가 사용된다면 투자자는 토지사용권증서(LURC, Land
Use Right Certificate) 및 관련 인허가 또는 베트남 내 건설 부지에서 프로젝트
를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관한 승인을 획득해야 함.
■ 개인은 건설 활동 자격증(Construction Practice Certificate)을 보유해야 하고
단체는 건설능력자격증(Construction Capacity Certificate)을 보유해야 함.
■ 건설 능력 자격증 분야 : 건설 조사, 건설 계획설계 수립, 건설설계 준비 및 심의, 건
설투자 프로젝트 관리 자문, 건설 시공, 건설 시공감리 자문, 건설 검사, 투자비용 관
리 자문(건설법 시행령 Decree 제15호/2021/ND-CP, 제83조 제1항 및 제2호)
■ 건설 능력 자격증 운영 범위 : 건설법 시행규칙 Circular 제06/2021/TT-BXD,
부록1 및 부록2와 Decree 제15호/2021/ND-CP 제91조 내지 제98조, 5개의 등
급(전문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과 4개 그룹(국가중점 프로젝트 그룹, A
그룹, B그룹 및 C그룹)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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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능력자격증의 급수 : 3개 급수(1급, 2급, 3급)로 구성
■ 외국 건설업체 활동은 2004년 5월 총리 Decision 87과 2004년 9월 건설부
Circular에서 규정하고 있음. 베트남 내 활동을 위해서는 시공 대상 공사별로 도
급자허가(또는 시공자 허가, Contractor's Permit)를 받아야 함.
■ 도급자 허가 내용
1. 도급자 허가
발급 조건

•낙찰자와 시공 계약서 등 법적으로 시공권에 대한 증빙
•베트남 건설회사와 파트너쉽을 맺거나 베트남 건설회사를 협력사로 활용

2. 신청 서류

•건설부 지정 표준 신청서
•낙찰서, 시공회사 지정 서한 등 시공권 입증서류 사본
•본국의 회사 등록 서류와 건설 활동 인증서 사본
•3년간의 건설공사 시공실적 및 재무 상태 보고서 (입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베트남 건설 업체와의 파트너쉽 계약 또는 협력 계약서

3. 발급 소요 기간 •신청 제출일로부터 20일

4. 발급기관
(프로젝트
종류에 따라
상이)

•Group A : 건설부
공업단지, 수출가공구 인프라 건설, BOT, BTO, BT 프로젝트
전력, 광업, 석유 및 가스, 금속, 시멘트, 화학, 항구, 공항, 문화 및 관광, 		
부동산 사업 분야로 투자자본금 4,000만 불 이상 프로젝트
해상 및 공중 운송 프로젝트
우편, 통신 프로젝트
문화, 출판, 언론, 방송, 교육훈련, 과학 연구, 의료 프로젝트
보험, 금융, 감사 및 전문적 평가프로젝트
희귀 천연자원 개발 프로젝트
국방, 안보 관련 프로젝트
도시지역 5ha 이상과 기타 지역 50ha 이상의 토지사용 프로젝트
•Group B : 시, 성 건설국
그룹 A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프로젝트

■ 도급자 허가를 받은 후 외국 건설회사는 건설 현장이 위치한 지역에 현장사무소
(operating office)를 설치해야 하며, 현장 사무소는 시공계약 이행 기간 동안에
만 적용됨.
■ 외국 건설업체는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현지인이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지만 관
리자나 기술자 등은 현지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고용할 수 있음. 외국인 피고
용자는 입출국, 거주, 고용 허가 등록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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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현지법인 설립
(1) 법인설립
건설 법인의 등록 및 활동 관련 법령 근거 :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기업법(Law 602005-QH 11,2005.11.29) 및 기업법 시행에 관한 Decree 88(2006.8.29)에서 다
루고 있음.
투자업종, 투자자의 수, 법인 형태(1인 또는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작회
사 등) 및 상장 여부, 법인 소재지, 법정자본금, 정관 등 법인격에 관한 사항 등에 따른
규정, 승인 또는 등록 절차로 베트남에 주재가 가능함.
베트남의 WTO 약속에 따라 다음의 모든 건설에 대해 해외투자자의 베트남 내 상
업적 주재가 가능함. 이에 따라 해외투자자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모든 건설 및 관
련 공학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100% 외국인 투자기업(FIE, Foreign Invested
Enterprise)을 베트남 내에 설립 가능함. 즉, 건설업의 경우 100% 출자 현지법인이
설립이 가능함.
- 건물을 위한 건설공사 (CPC 512)
- 토목공학을 위한 건설공사 (CPC 513)
- 설치 및 조립 작업 (CPC 514,516)
- 건물 완성과 마무리 작업 (CPC 517)
- 기타 건설 (CPC 511, 515, 518)
설립되는 현지법인은 1인 유한책임회사가 대부분이고 한국 본사 또는 개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여 통제가 용이함.
투자 내용에 따라 프로젝트는 A, B 그룹으로 나누어져 각 그룹마다 투자허가 기관이 다름.
- 프로젝트 A그룹 : 항만, 공항 등
- 프로젝트 B그룹 : 건설회사 설립 외
- 프로젝트 A 그룹의 투자 허가권자 : 기획투자부
- B 그룹의 투자 허가권자 : 투자 규모에 따라 지방정부의 인민위원회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음(2003년 정령 No.27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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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지법인 투자허가(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외국인 투자법상의 허가 절차는 (i) 등록(2000년 정령 No.24 제106조）(ii) 승인
(2000년 정령 No.24 제107조） 2가지가 있으며, 프로젝트 Ｂ그룹은 (i) 등록 절차를
따름. 이 때문에, 건설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항만과 공항 등의 Ａ그룹을 제외한 Ｂ그
룹이 일반적이므로 보다 절차가 간편한 (i) 등록을 하게 됨.
(i) 등록 신청서류(2000년 정령 No.24 제106조）
(a) 등록 신청서
투자자들, 등록/승인 대상 프로젝트 목적/사업의 타당성과 향후 계획, 등록/승
인된 프로젝트 기간, 예상 매출, 프로젝트의 투자 자본(투자자들의 납입자본 및
기타 동원된 자본), 프로젝트의 재원조달 및 운영 일정 등
(b) 합병일 경우는 그 계약서
(c) 법인격이나 재무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투자자의 재정 능력 및 자격, 경력 증빙)

제조업, IT와 같은 업종은 조건이 없는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이므로 현지법인 설립 완
비하여 제출 시 투자 허가에 2주~4주(법정 소요 기간 15 영업일) 소요되며, 건설업의
경우 프로젝트의 등록 또는 승인 대상, 규모에 따라 투자허가 기간이 상이함. 또한, 지
방 성 및 시의 기획 투자국이 사업에 불명확한 사안이 있다고 판단 시 하노이 소재 중
앙부처의 의견을 구하며, 중앙부처의 추가 심사 및 승인에 따라 기간이 늘어나기도 함.
기업 등록 정보에 명시된 사업일지라도 투자 허가를 받지 못한 부문에 대한 사업 행위
는 불법 영업에 해당하고 베트남 법규에 의해 모든 사업 이익이 환수됨.
법인설립 이전에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취득 절차가 바로 투자 허가인 것임.
투자 허가에는 투자허가 신청서 및 구비 서류가 있고 승인 과정이 필요함.

② 기업 등록(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상기 ① 법인설립 절차에 의거, (i) 등록 또는 (ii) 승인받은 외국자본에 의한 현지법인
은 건설법 제73조 제1항ａ 및 2000년 계획투자성령 No.12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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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행정 수속이 필요함
(a) 인감 등록(지방경찰)
(b) 세무 코드 발급
(c) 신문에 법인 설립 공고
(d) 은행 계좌 개설
(e) 사무실 및 직원을 지방 투자 계획국에 등록
(f) 재무성 등록(필요에 따라)
(g) 취업허가 수속
(h) 입국, 출국, 거주지 등록, 업종 등록, 정보 전달 수단, 제품의 품질이나 상표 등록
(i) 기타 수속

건설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구분

필요 서류

담당 부서

소요 기간

기본 조건

•최소 1명의 이사 필요(1인 유한책임회사)
•자본금 결정(최소 자본금 규정 없음)

시와 성의
기획투자국
(DPI)

2주

정관 공증

•현지법인 정관, 신청서

법무법인 등

2~3일

투자허가
(IRC)
신청

•등록/승인 신청서
•합병일 경우는 그 계약서
•법인격이나 재무 상황을 알 수 있는 서류

DPI

15일

기업등록
(ERC)
신청

•설립신청서 및 설명서(원본 4부)
•정관(원본 4부)
•사업타당성 조사서(원본 4부)
•양해각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원본 2부)
•사업자 등록증(사본 2부, 공증 필요
•임대차 계약관련 토지소유권 확인 서류 		
(사본 2부, 공증 필요)
•법인 등기부 등본(사본 2부, 공증 필요)
•최근 2년간 회계 감사보고서(2부, 칼라 출력)
•은행이 발급한 본사 재정 증명서(원본 1부)

DPI

6~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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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업등록
(ERC)
신청

필요 서류
•회사 Brochure(원본 2부)
•본사 정관(사본 2부)
•시공 및 경력 증명(사본 2부)
•설계담당의 기술자 자격증(사본 2부, 공증 필요)
•위임장(원본 1부)
•대표자 여권(사본 1부, 사진 부위)
•대행 위임장(원본 1부)

License 발급

인감등록

•인감 제작 신청서(투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인감 제작 신청이 있으면 담당 경찰서는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인감 제작 허가를 하고, 기업은 경찰서에
서 추천하는 인감 제작자에게 인감 제작을 의뢰함.
인감의 제작 후에 담당 경찰서에서 인감을 등록하고,
인감등록 증명서를 발급 받음)

세무 코드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2장

은행계좌
개설

•투자허가서(IRC)
•대표자 등재 확인서				
(DPI에서 발급된 이사회에 대한 확인서)
•인감증명서 및 신고된 인감(법인 직인)
•과세 코드 증명서
•대표자 은행에 방문하여 자필 서명(여권 원본 지참)

담당 부서

소요 기간

DPI

6~8주

DPI

1주

공안
(경찰서)

7~10일

세무서

1주

은행

1주

(2) 자본금 설정
정관 자본금, 총 투자자본금의 비율, 총 투자자본금의 투자 스케줄, 자본금 액수의 결
정이 필요함.
건설업에서 부동산 개발업과 같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최소 자본금 제한 규정은 없
으므로 자율적으로 자본금 납입액 결정 가능. 다만, 사업타당성, 예상 지출, 수익, 투
자자의 역량 증빙, 사업계획서가 서로 연결되어야 함. 즉,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
내용을 수행하기에 타당한 금액의 자본금이 설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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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설정 시 고려할 사항은 (i) 토지가 필요한 경우 건설 부지에 관련된 비용(토지
사용료 및 토지세 또는 토지임차료), (ii) 직원 채용계획에 따른 직원 인건비, (iii) 건설
기계/장비, 공기구 취득 또는 임차료 (iv) 초기 사무실 임차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 (v)
베트남 법인 설립 변호사, 회계사/세무사, 컨설턴트 비용 (vi) 기타 운영비용 등을 고
려하여 자본 금액을 결정하여야 타당성이 있으며, 매출이 발생하는 타임라인을 고려
하여 초기 연도의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본 금액이어야 함. 만약 매출 발생이
지연되어 초기 운영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자본 금액을 소진하게 되면 추가 자본금
을 투입해야 하므로 별도의 자본금 증액 신청이 필요하고 투자등록증명(IRC) 변경 승
인 과정에 시간이 소요됨.

(3) 자본금 납입방법 규정
(i) 외국인 투자 시 자본금 납입 규정(초기 투자비용 인정)
(a) 자본금 납입 규정
- 개인 또는 법인에 관계없이 외국자본을 베트남으로 유치할 경우 법인을 설립해
야 함.
- 투자 허가서 획득 후 정부에서 허가한 은행에 법인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모든
금전 거래는 이 허가된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 베트남 규정상 투자 허가서를 받기 전에 발생한 법인설립준비 비용은 장기 선급
비용 항목 중 창업비로 계산하고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상각하여 처리하도록 함.
일부 진출 초기 기업들은 투자허가 획득 전 토지 임대비 보증금, 사무실 계약금,
렌터카 비용 등 창업 비용을 납부하기 위해 베트남 내 개인 계좌를 개설하여 향
후 투자 허가서상 법인장 또는 투자자 명의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초기 투자비용
을 인정받았으나 적법한 절차는 아님.
(b) 자본금 납입 절차
- 설립 전 초기 투자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베트남에 소재한 중개회사(회계/법무법
인 또는 지인의 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하며 투자자는 이 중개회사의 은행 계좌
로 필요한 비용을 송금한 후 중개회사가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정식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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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중개회사 명의로 수취하도록 해야 함.
- 다음으로 투자자의 법인이 설립된 후 중개회사가 지출한 모든 비용을 집계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모두 첨부하면 중개회사가 총합계금액의 세금계산서
를 신규 설립된 법인 앞으로 발행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 설립준비 비용이 신
규 설립된 법인의 창업 비용으로 인정됨.
- 이는 베트남 국세청 공문 2008.7.2 2524/TCT-CS에 따른 내용이며 실제 창
업절차를 시작할 때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과 반드시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c) 베트남 법인 계좌 개설 필요 사항
- 투자등록증명서(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 기업등록증명서(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 회사 직인
- 법인 대표자 여권

(4) 현지법인 설립 진행 절차(법무법인 이용 시)
① 법인설립 담당 법무법인 선정 및 착수
(베트남 법무부 정식 승인 법무법인 라이선스 확인 필수)
② 법무법인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송부
③ 사업장 임대차 계약 전 투자허가 적격 여부 법무법인 사전 검토
④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⑤ 법무법인 구비서류 확인 완료
⑥ 투자자 서명 날인
⑦ 법무법인 베트남 관할 당국 조율 및 정식 접수
⑧ 투자허가 라이선스(IRC) 발급
⑨ 기업 등록 라이선스(ERC) 발급
⑩ 법인 인감 발급
⑪ 세무 코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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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설립 공고 및 은행 계좌 개설
⑬ 영업개시
(자료 : 베트남 법무부 승인 베트남 전문 현지 로펌 '법무법인 아세안', 베트남 진출 가이드 '아세안앤컴
퍼니' 공식 블로그)

2.5.3 해외지사 설립
(1) 해외지사 설립
지사는 법률사무소, 금융기관 등 일정 업종뿐이었으며 건설회사의 지사 설치는 예외
였음. 원칙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100% 현지 해외지사 설립이 가능함.
베트남과 WTO 회원국 간 구체적 약속 일정의 제 II.3절 3(건설 및 건설공학서비스)에
의거, 베트남에서 설립되어, 상업적 활동을 수행하는 해외 건설업 법인(외국법인)의 지
사/지점이며 다음의 건설 및 관련 공학 서비스에 대해 베트남 내 지점 설립이 가능함.
■ 건물을 위한 건설공사 (CPC 512)
■ 토목공학을 위한 건설공사 (CPC 513)
■ 설치 및 조립 작업 (CPC 514,516)
■ 건물 완성과 마무리 작업 (CPC 517)
■ 기타 건설 (CPC 511, 515, 518)

☞ 시행령72/2006/ND-CP 상 외국법인의 베트남 지점(Branch) 설립이 허용되지만 실제 설립에
서는 무기한 연기 또는 일시 중지 등에 의거 실질적으로 지점 설치가 어렵다고 하므로 사전에 문의
후, 진행할 것을 권장함.

① 설립 절차

외국 투자법상의 허가 절차는 (i) 등록(2000년 정령 No.24 제106조）(ii) 승인(2000
년 정령 No.24 제107조）2가지가 있으며, Ｂ그룹은 (i) 등록 절차를 따름. 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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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항만과 공항 등의 Ａ그룹을 제외한 Ｂ그룹이 일반적이므로
보다 절차가 간편한 (i) 등록을 하게 됨.

(i) 등록 신청 서류(2000년 정령 No.24 제106조）
(a) 신청서
(b) 한국 본사 법인격을 알 수 있는 서류
건설업체 한국 본사 법인등기부등본, 한국 본사 대표/사장의 여권 공증, 지사장
여권, 한국 본사 사업자등록증, 지사장 임명 및 지사 설립 이사회 결의서, 한국
본사 대표의 지사장 위임장 및 임명장, 지사장 및 지사 설립 대행 위임장, 한국
본사 건설업 면허증(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면허/등록증), 한국 본사 정관, 최
근 2개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c) 현지 설립에 필요한 추가 서류
사업계획서, 한국 본사 설립 이후 공사실적, 면허, 기술인력 수, 영업 분야 등을
나타내는 회사지명원(회사 프로파일), 한국 본사 주거래은행 은행잔고 확인서
(은행 잔고 증명서) 영문 발급, 베트남 지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베트남 현지
공증 필요), 베트남 지사의 지사장 및 등록 임원 전원의 인적사항, 베트남 지사
의 영업범위(한국 본사 영업 목적과 사업자 등록 범위 내), 베트남 지사의 투자
법정자본금액, 베트남 지사의 총투자금액, 베트남에 들어오는 기계, 장비, 설
비, 공기구 등의 구체적인 내역 및 금액 등
상기 베트남 지사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한국어로 작성된 경우 영어 또는
베트남어 번역과 공증, 주한 베트남 영사 인증, 외교통상부 영사 인증, 상공회
의소 인증(필요시)이 필요함.
서류 인증 절차는 원본 서류 송부, 번역 공증, 외교부 영사 인증, 주한 베트남 영
사 인증의 과정이 필요하며, 베트남 대사관 영사 인증 소요일은 당일 발급이 가
능함. 그러나 구비서류가 많고 복잡하여 전문 공증대행 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임. 외교부 영사 인증은 1박 2
일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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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 등록

상기 ① 설립 절차에 의거, (i) 등록 또는 (ii) 승인받은 외국자본에 의한 지사 설립은 건
설법 제73조 제1항ａ 및 2000년 계획투자성령 No.12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 행
정 수속이 필요함.
(a) 신문에 지사 설립 공고
(b) 사무실 및 직원을 지방 기획투자국에 등록
(c) 인감등록(지방경찰)
(d) 은행구좌 개설
(e) 재무성 등록(필요에 따라)
(f) 취업허가 수속
(g) 입국, 출국, 거주지 등록, 업종 등록, 정보 전달 수단, 제품의 품질이나 상표등록
(h) 기타 수속

2.5.4 대표사무소 설치
대표사무소(연락사무소, 주재원 사무소) 설치는 법률사무소, 금융기관 등 일정 업종뿐
이었으며 건설회사의 설치는 예외였음.
대표사무소 설립은 업종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음. 다만 사업 관련 조사를 주 목
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직접 관여는 할 수 없음(2000년 정령 No.45 제2조).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신청서를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
산하 "Service of Trade"에 제출해야 함.

대표사무소 승인을 받기 위한 제출서류 :

(i) 신청서
(ii) 사업자 등록증
- 영문 번역 공증 (한국 공증인 사무실에서 번역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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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 공증 문서 확인
- 베트남어로 다시 번역해서 대사관 확인
- 영문 번역 공증 1부, 베트남어 번역 공증 1부 = 총 2부
(iii) 위임장(모기업 대표이사가 베트남 대표사무소장에게 권한 위임)
- 영문 번역 공증 (한국 공증인 사무실에서 번역 공증)
-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 공증 문서 확인
- 베트남어로 다시 번역해서 대사관 확인
- 영문 번역 공증 1부 / 베트남어 번역 공증 1부 = 총 2부

대표사무소 설립 승인을 득한 후 45일 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승인 기관에 제출해야 함.

(i) 운영신고서 (Notification of Operation) : Service of Trade의 양식
(ii) 사무실 임대 계약서 사본(공증)
(iii) 모기업 사장 명의로 대표사무소장 및 한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명장, 위임장
(iv) 대표사무소장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급여 확인서
(v) 현지 직원과의 근로계약서 사본
(vi) 대표사무소장과 직원(파견, 현지직원 모두)의 이력서 및 사진
현지 직원의 경우 이력서는 거주지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 of ward
level)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2.5.5 프로젝트 관리오피스
(1) 프로젝트 관리오피스(PMO) 설립
외국 건설회사는 현지 건설회사와 별도 취급을 받기 때문에 2004년 수상 결정
No.87에 근거, 개별 프로젝트마다 베트남 국가 관련 기관에서부터 계약 허가를 취득
한 경우에 건설공사를 할 수 있음. 이러한 외국 건설회사에 대한 개별 계약 허가(건설
운영면허)는 Project Management Office 활동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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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및 국영기업의 예산이 투입된 프로젝트 및 장비 발주는 입찰이 일반 관례
이며 2006년 4월 이후 정부 시행령으로 3가지 그룹으로 규정하고 입찰 물품 조달, 서
비스, 건설 및 설치 등의 목적으로 한 계약자 선택 시 입찰은 강제조항임.

베트남 기업 및 외국기업 모두 입찰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나 입찰의 특성상 베
트남 기업에 우선권과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외국기업의 입찰 참여는 단독 입
찰보다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이 더욱 효과적임.

베트남 법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는 건설운영 면허를 획득하고 이후 베트남에서 건
설공사를 착공하기에 앞서 프로젝트 관리사무소(Project Management Office)
의 설립하고 등록한 경우에만 운영 활동 가능함. Decree 제15호/2021/ND-CP 제
103조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는 다음의 “건설운영면허(Construction Operation
Licence)”를 획득해야 함.
(i) 낙찰자로 결정되었거나 프로젝트 시행사 또는 주계약자(또는 하수급 업체)로 선
정된 경우
(ii) 베트남인 계약자와 사업제휴를 하거나 베트남인 하수급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
결한 경우. 단, 베트남인 하수급 업체가 계약 서류상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
고 있지 않은 경우 제외함.
(iii) 베트남에서 계약을 이행하는 것에 관한 베트남 법을 완전하게 준수하기로 약속한
경우
2004년 수상 결정 No.87 공포 이전에도 2000년 정령 No.16에서 같은 조치가 취해
진 적이 있으나, 2003년 건설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것이 2004년 수상
결정 No.87임.

① 건설 운영면허(계약 허가)

건설공사를 하려는 외국 건설회사는 계약 1건마다 계약 허가(contractor permit)를
얻어야 함. 입찰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수상결정 No.87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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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 운영면허 발급절차

(i) 신청 서류 (수상 결정 No.87 제5조)
- 건설 운영면허 발급 신청서 원본
- 적법한 입찰 결과서 또는 계약자 선정 결정의 정본 또는 전자 사본
- 기관 신청의 경우 : 설립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정본 또는 전자 사본
(본국의）설립허가 및 회사 정관 사본						
외국인 계약자가 시민인 국가에서 발급한 해당 계약자의 활동 자격증 정본 또는
전자 사본(해당하는 경우)
- 수주한 업무에 대한 운영 경험 보고서 및 최근 3년에 대한 재무감사보고서 요약
본의 정본 또는 전자 사본(베트남 입찰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이미 입찰 또는 입찰 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수주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베트
남인 계약자와 체결한 공동명의 계약 또는 베트남인 하수급 업체와 체결한 공식
또는 원칙적 계약 정본 또는 전자 사본
- 계약자의 법률대리인이 아닌 경우 적법한 위임장
- 프로젝트 또는 투자 결정을 승인하는 결정이나 프로젝트(건설공사) 투자증서의
정본 또는 전자 사본
(ii) 발급 절차
- 신청인은 건설 운영면허 발급을 위한 신청 서류를 인허가 당국에 제출
- 유효한 신청이 아니면, 인허가 당국은 분명한 이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서면
으로 답변
- 유효한 신청이 이루어지면, 인허가 당국은 검증을 거친 후, 해당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건설 능력 자격증을 발급함.
(iii) 발급 소요 기간 : 유효한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iv) 발급 인허가 당국 : 2005년 정령 No.16 별표(Appendix)에서 정한 프로젝트 분
류Ａ, Ｂ, C 그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짐.
- 국가중점 프로젝트, A등급 프로젝트 및 2개 이상의 성에서 건설될 프로젝트 관련
계약 : 건설부 산하 건설 전담기관(수상 결정 No.87 제10조 제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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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등급 및 C등급 프로젝트 관련 계약 : 성급 건설부 및 공인된 사회 전문기관(지방
정부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의 건설 서비스국, 수상 결정 No.87 제16조 제2항)

(2) 프로젝트 관리사무소(PMO) 관련 정보 보고
계약자는 관리사무소 관련 정보를 Decree 제15호/2021/ND-CP 별지 10번 서식에
따라 건설부, 경찰서, 재무부, 산업통상부, 베트남 중앙은행, 성급/시급 인민위원회 및
건설부 등의 당국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전술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Decree 제139/2017/ND-CP조 제23조 제3항
제(dd)호에 따라 30,000,000~40,000,000 VND의 벌금이 부과됨.

(3) 외국인 계약자 주요 의무
① 인감등록

Decree 제15/2021/ND-CP호 제107조 제2항 제(d)호 및 Decree 제99/2016/
ND-CP호 제12조 제2항 제(m)호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는 프로젝트가 소재한 지역
의 성급 경찰서에 인감을 등록. 계약이 법률에 따라 완료되는 경우 외국인 계약자는
인감을 취소하고 인감을 발급한 당국에 인감을 반환. 외국인 계약자는 보유한 건설 운
영면허에 따라 베트남에서 계약이행을 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해당 인감을 사용할
수 있음.

② 은행 계좌 개설

Decree 제15/2021/ND-CP호 제107조 제2항 제(c)호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는 계
약상 사업 활동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무부 및 베트남 중앙은행 지침에 따라 계좌를 개
설하고 지급함.
외국환 PMO(Public Mutual Online) 계정의 운용과 관련한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음.
(i) 입금 관련

- 외국에서 송금된 외화를 수금하는 행위
- 베트남에 있는 다른 비거주자의 외화계좌에서 이체된 외화를 수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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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출장 직원을 위해 인가된 은행에서 인출한 외화 현금 중 미사용 분을 입금
- 다음을 포함한 베트남 내 합법적 소득을 통한 외화 징수
(a) 인가된 신용 기관에서 송금을 통해 구매한 외화 징수
(b) 베트남 영토에서 외환 사용에 관한 SBV(State Bank of Vietnam) 규정에 따
라 해당 국가에서 외화 수금 자격이 있는 경우 외화 이체 또는 현금 수금
(c) 외화 정기저축의 원금 및 이자의 수취·지급 거래에 따른 외화 수금
(ii) 출금 관련
- 허가된 신용 기관에 대한 외화 송금
- 경상 거래 및 자본 거래에 대한 송금 또는 지급
- SBV(State Bank of Vietnam) 규정에 따라 다른 외화로의 환전
- 다른 외화 결제 수단으로 전환
- 해외 출장 중인 직원의 외화 현금 인출
- 비거주 또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급여, 상여금 또는 수당 지급을 위한 현금의 송금
또는 인출
- 비거주자의 외환 계좌 및 해외로 송금
- 거주자에 대한 재화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급
- 베트남 내에서 외환 사용에 관한 SBV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로 지불할 수 있
는 거래에 대한 송금 또는 지급
- 인가된 신용기관에서 개설한 외화예금 계좌로 송금

③ 세금 납부

(i) 외국인 계약자 원천 징수세
외국인 계약자 원천 징수세(FCWT, Foreign Contractors Withholding Tax)는 베
트남인 당사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를 통하여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에게 부과. 외국인계약자 원천 징수세는 별도의 세목이 아니며, 일반적으
로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와 법인세(CIT, Corporate Income Tax)
의 조합으로 구성. Circular 제103/2014/TT-BTC호에 따라 건설 분야에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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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율은 5%이고, 법인세율은 2%.

(ii) 개인 소득세
노동법에 따라 베트남 국적 직원 또는 주재원은 프로젝트 관리사무소(PMO) 또는 모
기업인 해외투자자에게 고용될 수 있음. 베트남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베트남 내
에서 소득을 지급받는지 여부 또는 국적과 무관하게)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과
세대상 소득 및 적용세율은 해당 개인이 베트남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
비거주자에게는 베트남 원천 소득에 대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거주자에게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최대 35%의 누진세율이 적용.

(iii) 의무보험
Decree 제15/2021/ND-CP호 제107조 제2항 제(g)호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는 계
약자 업무에 대하여 베트남 법에 따라 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보험에는
건설 자문에 대한 직업책임보험, 조달계약자 관련 자산 및 화물보험, 시공계약자 관련
다양한 종류의 보험, 그리고 베트남 법에 따른 기타 보험(사회보험, 건강보험, 실업보
험 등)이 포함.
2022년 1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 실업보험, 사회보험 적용.
- 사회보험 : 사회보험법과 사회보험에 관한 근로자 안전보장 법 세부 시행령
(Decree 143/2018/ND-CP)에 따르면, 2018년 12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며 고용주는 3.5% 보험료를(질병 및 출산 급
여 3%, 산업재해 급여 0.5%) 부담해야 함.

그러나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고용주는 총 20.5% 보험료(퇴직보
험 및 유족 급여 14%, 질병 및 출산 급여 3%, 의료보험 3%, 산업재해 급여 0.5%)를
부담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9.5% 보험료(퇴직보험 및 유족 급여 8%, 의료보험
1.5%)를 부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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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진출 형태 최근 동향
(1) 회사 설립 절차 간소화 법령 개정('15.9.22)
베트남 정부는 최근 회사 설립 절차를 간소화 한 새로운 법령(시행령)을 공포함.
변경된 주요 내용은 (i) 각 기업에 세금 코드를 겸한 기업코드 발급, (ii) 관련 당국이 기
업 설립 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때까지의 기간이 회사 설립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
터 3 영업일 이내로 단축(기존 : 5 영업일), (iii) 기업은 회사 표시의 형식, 내용, 수량
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형식과 내용이 동일한 인감을 복수로 소
유 가능, (iv) 온라인 기업 설립 신청 시 전자서명 사용 가능 등.
동 시행령은 기존 시행령 제43호/2010/ND-CP 및 제05호/2013/ND-CP을 대체
하게 되며 오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

(2) 해외 법인의 베트남 주재원 사무소의 지점 설립 새 시행령 공포('16.2.3)
베트남 정부는 해외 법인들의 주재원 사무소 지점 설립에 관한 시행령 제7호/2016/
ND-CP(3월 10일 시행)을 공포함.
동 시행령에 따르면 해외 법인 1개가 설립할 수 있는 주재원 사무소 지점 수는 각 성
및 시에 1개소씩으로 함.
주재원 사무소 지점 설립 요건으로서 (i) 베트남과 국제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 지
역의 법률에 따라 들어오는 경우, (ii) 사업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에 활동 기
간을 정한 경우, 주재원 사무소 지점 설립 신청 서류의 제출일로부터 시작하여 1년 이
상의 활동 기간이 남아 있을 것, (iii) 사업내용은 베트남이 체결하고 있는 국제 협정을
따르고 있을 것 등.
주재원 사무소 설립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가능하고, 주재원
사무소 지점 설립의 경우는 법인 설립 5년 이상 경과하고 있는 것도 조건이 됨. 또한
설립 예정의 주재원 사무소 지점의 사업 내용이 베트남과 체결하고 있는 국제 협정에
준거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 분야를 관할하는 성급 기관의 기관장으로부터 특별 인가
를 취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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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투자 시 필수 확인 사항
(1) 시장 환경 및 투자 사전조사
■ 투자 관련 규정 파악, 영위 업종에 대한 시장조사, 투자환경 조사 진행 필수
■ 투자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
■ 투자환경조사 내용 : 입지(물류여건, 임차료, 지역 방침, 지목에 따른 인허가 가능 여
부), 지역의 인력수급 여건, 인건비 수준, 환경규제 여부, 원자재 수급, 관세 수준 등
■ 문서 정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지 전문가와 미리 진출한 동종 업계 종사자 의견을
구해야 함.
■ 진출 지역의 평판, 지역 공무원 성향에 따른 인허가 난이도에 관한 정보
■ 소비자/수요자 취향, 비즈니스 관행, 문화적 특성, 지역성 특성 파악
■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장기간 조사 필요

(2) 투자 준비 기간 비용 처리 방법
■ 투자 결정 후 준비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법인/지사 설립준비 비용)의 처리 방법 연구
■ 베트남 회계 처리 엄격,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비용처리가 곤란
■ 중앙은행과 국세청의 규정과 해석 : 법인/지사 설립 전 설립준비 비용에 대해 진출
기업 단독으로 회계 처리가 불가능함. 베트남에 이미 설립된 제3의 회사가 해당 절
차 및 비용을 대신 처리해 주어야 비용 인정 용이함. 즉, 현지 회계법인/법무법인/
컨설팅회사/기타 법인에서 설립준비 비용을 계약을 통해 선지출하고 비용집계 후
인보이스 청구를 받아 집행 후 해당 증빙을 제시하면 설립 법인/지사의 비용으로
인정 용이함.

(3) 선급 보증금, 계약금의 자본금 인정 방안
■ 비용 처리와 별개로 미리 지출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받는 방법 활용
■ 모든 항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통상 설립될 법인을 위해 지출한
보증금, 토지사용권 구매에 대한 계약금,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 일부 항목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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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베트남 내 금융기관에 미리 역외 계좌를 개설해 이를 통해 지출한 경우에만 자
본금으로 인정 가능
이 경우 각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증빙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회계법인과 같
은 전문가의 도움 필요
■ 긴급한 투자 시, 역외 계좌 개설을 위해 현지 금융기관에 사전에 연락해 필요서류
목록과 작성 방법을 확인한 후, 출장 전에 미리 위임장을 준비
■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의 번역 공증, 영사확인 등 사전에 처리
■ 계좌개설 은행은 하노이와 호찌민시에 있는 국내 주요 은행(신한, 하나, 국민, 기
업, 우리은행, 농협 등) 활용

(4) 베트남 법적 진출 형태 결정
■ 법인, 지사, 대표사무소, 프로젝트 관리오피스(PMO, Project Management
Office), 경영협력계약(BCC,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예를 들면 합작
기업)이 있음.

■ 법인 : 주식회사, 1인 또는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가 있음.
- 법인 장점 : 베트남 내 고객에게 자유롭게 건설 용역 제공 가능
사업과 연계된 기타 서비스 제공 가능
프로젝트에 사용될 기계, 도구, 자재 수입을 위한 라이선스 취득 불필요
베트남 건설회사와 건설 계약(하도급 계약) 체결이 필수가 아님.
- 법인 단점 : 프로젝트 관리사무소에 비해 설립 절차가 복잡
투자 허가 및 기업 등록 취득에 장기간 소요
법인은 세무신고, 근로관계 신고 등 의무가 있고 관리가 복잡
청산 과정이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최소 6개월 이상)

■ 주식회사 : 최소 3명 이상의 투자자 또는 법인이 있어야 함.
- 주식회사 장점 : 최소 3인 이상 투자자의 수에 제한이 없음. 큰 규모의 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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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
- 주식회사 단점 : 법정 자본금을 전체 주식으로 발행해야 하며 모두 매입해야 함.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까다롭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움

■ 유한회사 :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며 중소기업 및 100% 외국인 투자기업
에 일반적인 진출 형태
- 유한회사의 장점 : 해외법인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함. 운영규정이나 의사결정
부분을 비교적 자유롭게 정관에 기재 가능
- 유한회사의 단점 : 외부 투자자 공모 금지, 상장 불가능

■ 지사 : 지사는 모기업의 부속기관 형태, 지사의 경영 및 회계 부분이 모기업에 종속됨
- 지사의 장점 : 철수가 용이
- 지사의 단점 : 모기업과 베트남 지사의 회계 이슈에 대한 각국의 의견 차이로 문
제 발생 여지가 많으며,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여 아주 특별한 형태의 진출 이외
에는 권유하지 않음.

■ 프로젝트 관리사무소 : 주로 건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사업 영위 시 베트남에 법인
이나 지사를 설립하지 않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별도의 건설운영면허를 받고 설립
- 프로젝트 관리사무소 장점 : 별도의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음. 해당 프로젝트가
끝나면 관리사무소 정리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함(20 영업일 소요). 베트남 계약
자가 세금신고를 해줄 수 있음. 프로젝트 계약이 종료 시 청산이 간단함.
- 프로젝트 관리사무소 단점 : 프로젝트 종료 전에는 이익금 송금이 제한됨. 해당
프로젝트 이외의 사업 분야 진출 불가, 기계, 자재, 도구 등 수입 라이선스 별도
필요, 베트남 건설회사와 계약(하도급계약) 체결이 필수적임.

■ 대표사무소(연락사무소) : 베트남 진출 형태 중 가장 간단함. 시장조사, 판촉, 본사
와의 연락, 가격 협상, 견적 상담, 입찰 참여, 조달업무 등 제한적인 상업적 홍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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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만 가능. 그러나 매출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고객으로부터 자금 수령 등 직접적
인 이익 창출 활동 불가. 사무소의 고용계약을 제외하고 매출 계약 등은 모두 한국
본사가 베트남 현지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함.
- 대표사무소 장점 :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진출 형태,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으므
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의무 없음. 신고 등에 관한 각종 절차가 간단. 별도
의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음.
- 대표사무소 단점 : 고객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못함. 베트남으로 물품 수입 불
가함. 등록된 대표자를 제외하고 외국인의 취업허가 금지/제한. 대표사무소 청산
후 법인 진출 가능함.

(5) 법인 설립과 후속 절차 이행
지방 기획투자국(DPI) 혹은 공단관리위원회에 법인 설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한 후, 투자허가등록증(IRC) 발급을 거쳐 기업등록증(ERC)이 발급받고 경찰서(공안)
에 법인 인감등록, 세무서에 세무코드 발급, 은행 계좌 개설 등을 거쳐 운영 개시.
유통, 교육, 병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관할 기관에서 후속 인/허가를 추가로 진행하면
이것을 서브 라이선스라고 표현함. 서브 라이선스 발급에 6개월 이상 장기간이 소요
되기도 함.
  [예] 서브 라이선스 지연 발급 이유
서브 라이선스 지연 발급 이유: 교육 관련 업종의 경우 외국인의 교육투자 관련 시행령에서 제
시하는 면적, 자본금, 시설, 교사 자격 등을 충족해야 함. 기본적으로 교육용지 위에 설립이 되어
야 하며 일반 상업용지에 설립이 불가함.
제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지역별로, 공정별로 조건이 있거나
최근 까다로워진 환경 규제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공단 입주가 필수
이며 해당 공단에 미리 인허가 가능 여부를 문의할 것.
업종별로 법인설립 조건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코트라 무역관이
나 현지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접촉하여 확인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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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명 법인 설립 위험성
베트남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먼저 베트남인으로 설립하고 나중에
그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으나, 차명 법인 설립은 외국인
투자법상 불법이며, 서류상 명의가 타인이므로 법적으로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없음.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명의 대여 베트남인이 점점 더 많은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
당히 흔하며, 사업체 전체를 갈취하려는 사례가 있음. 명의 대여 베트남인이 법인 명
의로 대출을 받아 착복하거나 갑자기 사망해 어쩔 수 없이 잘 운영되던 회사를 정리하
고 새로 설립하는 경우도 있음.
현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외국인 투자회사로 전환하는 방법의 경우에도 해당 과
정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외환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잠시나마
차명 상태로 투자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기간이 있게 되므로 처음부터 외국인 투자회
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명의 대여 베트남인으로부터 외국인으로의 지분 이전
절차 진행 중에 현지인 명의자가 행방불명 또는 만남 기피로 인해 반년 이상 사업 진
행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

(7) 베트남 체류 비자
투자 단계부터 법인 설립 이후까지 각 단계에 어떤 종류의 비자를 소지해야 하는지 애
매함. 단기 출장에는 보통 무비자 입국(15일 무비자 체류)을 이용하지만 무비자로 입
국하고 출국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다시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별도 비
자를 취득하면 입국이 가능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부터 출국후 30일 내 무비자 재
입국 가능해짐. 만약 15일 이상 체류하고자 한다면 상용비자 또는 관광 비자를 발급
받아 체류할 수 있음.
서울에 위치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수도 있고 비자 대행업체 또는 베트남
정부 E-Visa를 직접 신청하고 공항에서 비자를 수령할 수도 있음.

(8) 상용비자 사용 주의
투자 목적이라면 법인이 설립되고 취업비자를 받기 전까지 상용비자(비즈니스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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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DN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음. 다만 일부 대행업체들이 불법 초청장을 동원해 비
자를 발급받아 주는 경우가 발각되면 향후 베트남 출입국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주
의해야 함.
상용비자는 법적으로 최대 유효기간이 1년이지만 최근 실무적으로 3개월 이하만 발
급받을 수도 있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유지 가능함.

(9) 설립 후의 비자 발급
법인이나 대표 사무소 등이 설립된 이후라면 관할지 노동보훈 사회국에서 취업허가
(Work permit)를 받은 후, 취업비자 혹은 거주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음.
통상 1년 또는 2년의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음. 투자자 등 일부에 해당한다면 취업허
가가 필요 없고 다만 취업허가 면제 관련 서류가 필요함. 투자자는 5년 비자, 취업비
자는 2년까지 발급 가능함.
현행 베트남 출입국관리법상 비자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 베트남 내에서는 신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여 원칙적으로는 계속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법인이 설립되면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해 비자를 새로 발급함. 다만, 2020년 7월 1일부터 일부 베
트남 내 체류하면서 비자 종류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계정될 예정인데 확인이
필요함.

(10) 취업비자와 거주비자 중 어떤 것을 받아야 하는가?
취업비자와 임시 거주증(The Tam Tru)은 모두 베트남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에 관
한 서류이며 둘 중에 선택해 받을 수 있음. 실무적으로는 임시 거주증을 발급받는 경
우가 많은데, 보통 유효기간이 조금 더 길며(통상 취업비자 1년, 임시 거주증 2년) 신
청 비용도 더 저렴함. 단, 거주증 발급이 불가능한 비자 코드 이거나 1년 미만 근로계
약인 경우에는 취업비자만 받을 수 있음.

(11) 코로나19 상황에서 주의사항
현재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베트남에서는 신규 취업허가나 취업비자 발급에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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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있으며, 입국 자체도 예외적으로 인정됨. 2022년 3월 15일부터 입국 제한이 해
제 예정인데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음. 입국 정보 파악을 위해서 베트남
소재 하노이, 다낭, 호찌민 코트라 무역관, 한인상공인협회(코참),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주 호찌민 대한민국 영사관, 그리고 주 대한민국 베트남 대사관 홈페이지 공
지사항을 참고할 것.

(12) 법인 설립 이후 관리 사항
기업들이 베트남 법인 등을 설립한 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회사를 그
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인 설립 이후 세무 신고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호찌민 인근 지역 기준으로 보면 법인장으로 등록된 자를 출국금지 처분하는
경우가 많음.
출국금지가 되면 각종 신고를 이행하고 과태료 등을 납부해야만 최종적으로 출국금지
가 해제 가능하므로 수주의 시간이 필요함.
또한 기업법상 정해진 정관 자본금(charter capital) 완납 기간 90일을 준수하지 않
으면 규정상 해결이 상당히 까다로움. 전혀 납입하지 않은 경우 설립된 법인을 정리하
고 처음부터 법인을 새로 설립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법인 설립 후 상당 기간 프로젝
트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상 비용 불인정,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프로젝트 취소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음.
(자료: 베트남 투자법, 기업법, 출입국관리법, 대표사무소 시행령 등 관련 규정 및 KOTRA 호찌민 무역
관 자료 종합)

(13) 법인 설립 절차
(a) 베트남 기업법상 여러 종류의 법인이 존재하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설립
하는 법인은 유한책임 회사와 주식회사임.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로서 회사 채권자
에 대해 직접·연대·무한 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와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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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자회사의 유한·무한 책임 사원, 합명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유한책임 회사의
사원 등 여기서 ‘사원(社員, Member)’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종업
원을 지칭하는 의미의 사원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주주(株主)와 유사한 개념임.
(b) 베트남에서 유한책임 회사는 1인 유한책임 회사와 2인 이상 유한책임 회사 두 종
류가 존재함.
- 주식회사는 최소 3명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3명의 투자자가 있다면 2인 이상의
유한책임 회사나 주식회사 형태로 회사 설립이 가능함.
- 이때 개인(자연인)과 법인 모두 한 명의 투자자로 간주함.
(c)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설립 신청 : 제출 서류의 번역과 공증, 신청서 작성
- 투자 허가서 취득 : 외국투자 회사의 투자 허가서는 베트남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과 동일
- 법인설립 공고
- 법인설립 완료 : 법인 인감, 세금 코드 수령
- 도소매업, 부동산업, 무역업 등 외국인에게 조건부인 투자 분야는 유관 부처의 추
가 심사가 필요하며, 총 투자 자본금이 300억 VND(약 14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조건부로 분류되어 유관 부처의 심사 절차가 요구됨.
- 보통 유관부처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반 분야로 회사를 설립한 후 추
후 조건부 업종을 추가하거나 대규모 자본금이 필요 없는 일반 프로젝트는 초기
자본금을 300억 VND 미만에서 설립하고 추후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는 방
법이 효율적임.
(d) 베트남에서 회사 설립 절차는 비교적 간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진출 기업들은
현장에서 닥치게 되는 어려움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복잡한 행정절차를 경험함. 따
라서 베트남 진출 전에 충분한 검토와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함으로써 행정
상, 비용상의 낭비요소를 제거해야 함.
(자료 : 베트남 정부 법령, 법무법인(유) 로고스 하노이 지사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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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본금의 구분(총 투자자본금, 정관 자본금, 법정자본금)
(a) 총 투자자본금(Total Investment Capital)은 정관 자본금(Charter Capital)과
차입금(Loan)을 포함
(b) 베트남에서 법인 설립 시 차입금 등록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나 투자 허가서에
등록한 차입 금액에 대해서만 외국에서 차입이 가능하므로 베트남에서 설립한 회
사가 해외 차입금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차입 금액을 등록해야 함.
- 정관 자본금(Charter Capital)은 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각각 출자(Capital
Contribution) 하거나 일정 기간(90일) 내 출차하기로 한 자본금으로 정관에 기
재됨.
- 일반적으로 정관 자본금을 출자 자본금으로 이해하며 법적으로 요구하는 설립
최소 자본 금액인 법정 자본금(Legal Capital)과 다름.
- 한국의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규정이 베트남에서는 금융
업, 항공 운송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 외에는 요구되지 않고 회사 설립 허가 기
관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 자금이 충분한지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타당한지
검토함.
(c) 정관 자본금을 지나치게 낮게 정하면 설립 후 바로 자본금 증자 상황이 발생할 수
가능성 있어 일반적으로 임차료, 급여, 원자재 구입비 등 1년 정도 회사를 운영하
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을 정관 자본금으로 정하는 것이 유리함.
- 정관 자본금을 전액 현금으로 출자하여 공장의 기계 설비를 구입할 수도 있으나
제조업의 경우, 회사 설립과 동시에 기계를 가동하여 생산이 필요하므로 현금뿐
만 아니라 기계나 설비 등 회사의 고정 자산 출자도 가능함.
- 즉, 투자자가 기계 설비를 한국에서 구매하고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베트남 법인
에 출자하는 경우가 해당됨.
(d) 베트남 법에서 ‘출자’는 회사를 소유하기 위해 회사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베
트남 통화, 환전 가능한 외화, 금, 토지사용권, 지적 재산권, 노하우 또는 기타 정관
에 기록되는 자산으로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즉, 베트남 법은 출자되는 무형자산도 일정한 요건(사용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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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가치가 1,000만 VND, 약 480 달러)을 충족하면 고정자산으로 인정되어
출자로 간주될 수 있음.
- 또한 무형자산의 경우, 베트남에서 가치 평가가 쉽지 않아 고정자산으로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 : 베트남 정부 법령, 법무법인(유) 로고스 하노이 지사 자료 등)

2.5.8 2020년 개정 투자법 주요 내용
(1) 위장 사업자, 차명 거래 규제
구 투자법(Law 67/2014/QH13; 이하 “2014 투자법”)과 다른 베트남 법령상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사람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 것은 베트남 민법상
허위 거래에 해당하여서 무효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음. 그러나 과연
이것을 이유로 투자 프로젝트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서, 차명
거래는 투자법상의 관리 측면에서 허점으로 보기도 하였음.
2021년 1월 1일 발효된 투자법(Law 61/2020/QH14; 이하 ‘2020 투자법’) 48조
e항에서는 투자자가 이런 허위 거래를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관계 당국이 해당 투자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명시함.

(2) 새로운 정의 추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부
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음. 사실 베트남에서는 개정 법이 나와도 정확한
정의가 없거나 그 개정 법에 대한 하부 규정이 없어서, 실무적으로는 개정된 법이 실
제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2020 투자법에서는 여러 단어에 대한 법적
인 정의를 추가해서 관련 조항의 해석과 실무 적용에 도움이 되도록 함. 특히 2020 투
자법에서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정의를 추가해서, 핀테
크/전자상거래/모바일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이 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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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
외국인이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할 때는 우선 투자등록증(IRC)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베트남 중소기업 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혁신적인 스타트업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등
록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법인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음. 그런데 이 경우, 처음 베트남에
진출할 때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겠지만, 현지 은행에서 직접 투
자 계좌를 개설할 때 등 실무적으로 여러 상황에서 투자등록증을 요구하는데, 투자등
록증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이 부분은 이른 시일 안에 관련 지원법이
나 하부 규정을 만들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4) ‘외국 투자 기업’ 기준 변경
2014 투자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51% 이상의 지분이 있으면 해당 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보고, 내국인보다 엄격한 투자 조건과 절차가 적용되었음. 2020 투자
법에서는 이 ‘51% 이상’을 ‘50% 초과’로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지분이 예전
보다 적어도, 2020 투자법 상에서는 더 많은 회사를 외투법인으로 간주하여서, 내국
인보다 좀 더 까다로운 투자 조건과 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임.
그런데 50%와 51% 사이의 외국인 지분으로 이미 설립되어서 운영하는 회사가 향후
에 조건부 사업에 투자할 때, (a) 내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조건을 적용받을
지, 아니면 좀 더 까다로운, (b)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투자조건을 적용받을지가 불명
확해서 하부 규정이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5)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도입
포지티브 규제는 “이것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이고, 네거티브 규제는 “이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라는 방식의 규제인데, 베트남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a) 일반적인 외국 투자자의 시장 진입 조건과 더불어 (b) 베트남에서 하려는 각 사업
부문별 규제 조건도 충족해야 함. 2014 투자법에서는 이런 조건에 대한 통합된 리스
트가 없어서 특정 시장이나 사업 부문에 대한 진입 조건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
도 종종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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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투자법에서는, (a)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는 업종과 (b)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조
건부 업종을 하나의 리스트로 통합해서 규정하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내국인 투
자자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 실제 각 업종에 적용되
는 조건과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WTO 양허안, FTA, 투자법의 시행령과 시행
규칙, 그리고 개별 업종을 규율하는 특별법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므로, 실제 적용
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그동안은 또 혼동의 시간이 올 것으로 예상됨.

(6) 조건부 사업 목록 변경
2020 투자법은 (a) ‘공공에 해가 되는 사업’과 같이 내/외국인의 구별 없이 투자가 전
면적으로 금지되는 ‘투자 금지 업종’과 (b) 개별 산업의 특수성에 따라, 후속 라이선스
취득, 최소 자본금, 인력 요건 등 각 산업에 관한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
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조건부 투자업종’의 목록을 일부 수정하였음. 프랜차이즈, 영
화제작, 물류, 성형수술, 제품 광고 서비스, 헬멧 제조 등의 업종은 조건부 투자 업종에
서 제외되었고, 데이터 센터 서비스와 전자 인증 서비스는 새롭게 조건부 업종으로 추
가됨. 그리고 채권추심 서비스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 등 여러 문제
때문에 투자 금지 업종으로 변경되었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운영을 중지해야 함.

(7) 투자 혜택 규정 재정비
2020 투자법에서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혜택 규정을 재정비함. 예를 들면, 기존의
세금 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토지사용료 감면,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 증
가 등 여러 유형의 혜택을 추가함.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분야도 혁신 스타트
업, 공공 주택 건설,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지방 투자 프로젝트, 장애인 고
용 사업 등을 새롭게 추가하였음. 그런데 2020 투자법에서는, 2014 투자법상 혜택
이 적용되었던 투자자본금 6조 VND 이상(한화 약 3,126억 원)의 대규모 투자라도,
여기에 더해 (a) 매출이 발생한 해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10조 VND 이상 (한화 약
5,18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거나 (b) 3,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해야만 기존과
같은 혜택이 적용되도록 개정함. 즉 큰 투자금에 더해서, 큰 매출이나 많은 근로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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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조건도 만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투자 혜택이 적용되
는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의 범위가 축소되었음. 그리고 (i) 총 투자금 6조 VND 이상
의 R&D/혁신 센터나 (ii) 총 투자금 30조 VND 이상의 프로젝트로 3년 이내에 10조
VND의 투자를 실행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법이 정한 투자 혜택에서 50% 상향
된 특별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였음.

(8) 투자자 선정 방식 통합
2020 투자법에서는 현행 토지법, 입찰법 그리고 투자법 등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 선정 방식을 하나로 통합하였음. 예를 들어 정부의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
하려는 투자자는 (a) 토지법에 따른 토지사용권의 경매 또는 (b) 입찰법에 따른 입찰
을 통해서 선정되거나 (c) 만약 투자자가 이미 합법적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했거나
경매나 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경매나 입찰 과정 없이, 투자허
가과정에서 담당 기관이 결정할 수도 있음.

(9) M&A 사전 승인 제도 정비
2014 투자법상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기업에 투자할 때, 어떤 경우에 인수·
합병 사전 승인을 취득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음. 2020 투자법에
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인수·합병 사전 승인을 취득하
여야 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정함.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금지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우선 베트남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인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적지 않은데, 이것은 불가함.

(10) 국가 안보 관련 조건 강화
최근 몇 년간 중국과 베트남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음. 남중
국해에는 중국이 60년간 쓸 수 있는 석유와 146년간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가 매장
되어 있다고 함. 남중국해에는 750여 개의 작은 섬이 있는데, 이것을 크게 구분하면,
4개의 군도로 나뉨. 이 중 베트남은 난사군도에 있는 24개의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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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국은 난사 군도의 10개 섬과 시사 군도의 모든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음. 그런데
중국이 남중국해에 있는 모든 섬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일
례로 중국 투자자가 이 남중국해가 그려진 중국 여권을 들고 베트남에 입국하려고 했
는데 입국이 거부돼서 낭패를 봄. 이런 최근의 상황 때문에 투자법에서도 국가 안보
관련 조건이 강화되었음. 또, 현재 진행 중인 투자프로젝트도, 낙후된 기술을 사용하
거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자원을 과다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기
간 연장을 불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함. 문제는 명확한 ‘국방 및 안보’와 ‘낙후된
기술’ 등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베트남 기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아주 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임.
(자료 : 김유호 해외 통신원 (로투비Law2B 대표)

2.5.9 도급 한도 및 등급 분류
(1) 건설투자 프로젝트 분류
건설투자 프로젝트는 2020년 개정 건설법 제1조 제8항에 따라 개정된 2014년 건설
법 제49조에 따라 분류되며 구체적으로 건설투자 프로젝트는 건설공사의 규모, 성격
및 종류와 건설투자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재원에 근거하여 분류되며, 프로젝트는 공
공투자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라, Circular 제06/2021/TT-BXD호 부록1 및 부록2
와 Decree 제15/2021/ND-CP호 제91조 내지 제98조에 따라 건설공사는 4개 그
룹(국가 중점 프로젝트그룹,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분류되며,

(i) 프로젝트 상 공사의 서비스 편의시설 및 전문성과 관리 목적 측면에서 건설투자
프로젝트는 Decree 제15/2021/ND-CP호 부록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함.
(a) 토목공사를 위한 건설 프로젝트
(b) 산업 공사를 위한 건설 프로젝트
(c) 인프라 공사를 위한 건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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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교통 공사를 위한 건설 프로젝트
(e) 농업 및 도서지역 개발 공사를 위한 건설 프로젝트
(f) 국방 및 보안 공사를 위한 건설 프로젝트
(g) 다기능 건설 프로젝트
(ii) 자금 출처 및 투자 형태 측면에서 건설투자 프로젝트 분류
(a) 공공투자 자금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
(b) 공공투자 자금이 아닌 국가 자본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
(c) 민관협력 사업 프로젝트
(d) 기타 자금 출처로부터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

(2) 등급분류
Circular 제06/2021/TT-BXD호 부록1 및 부록2 와 Decree 제15/2021/ND-CP
호 제91조 내지 제98조에 따라 건설공사는 5개의 등급(전문 등급, 1등급, 2등급, 3등
급, 4등급)으로 등급이 나누어지며 이 같은 건설 공정의 종류와 등급의 분류는 건설공
정 관리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

(3) 각 등급의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또는 공사 단계
제2조 제2항 제(a)호의 (i)목 내지 (vi)목에 명시된 건설 활동에 대한 건설 능력 자격증
의 분야, 범위 및 운영은 부록 4에서 규정하며 제2조 제2항 제(a) 호에 명시된 건설 검
사 및 투자비용 관리 자문 등의 운영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건설 검사를 하는 단체의 경우
- 1급(Class I) : 동일한 종류의 모든 등급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 검사
- 2급(Class II) : 동일한 종류의 2등급 이하의 건설공사(2등급~4등급)에 대한
건설 검사
- 3급(Class III) : 동일한 종류의 3등급 이하의 건설공사(3등급, 4등급)에 대한
건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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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투자비용의 관리에 관한 자문을 하는 단체
- 1급(Class I) :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건설투자비용 관리 자문
- 2급(Class II) : B그룹 이하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건설투자비용 관리 자문
- 3급(Class III) : C그룹 이하의 모든 프로젝트 및 경제기술건설 투자보고 범위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건설투자비용 관리 자문

■ Construction survey(Decree 59 제59조)
- 1급(Class I) : 모든 프로젝트 및 공사 업무 수행 가능
- 2급(Class II) : B그룹(Group-B) 이하의 프로젝트 또는 2등급(Grade II) 이하의
공사 업무 수행 가능
- 3급(Class III) : C그룹(Group-C) 이하의 프로젝트 또는 3등급(Grade III) 이하
의 공사 업무 수행 가능

■ Construction planning consultancy(Decree 59 제60조)
- 1급(Class I) : 모든 프로젝트 수행 가능
- 2급(Class II) : 성(Province), 구(District) 단위의 프로젝트, 2등급(Grade II)
이하의 도시 구역 또는 성(Province) 내 특정 지역과 농어촌 지역 계획 업무 가능
- 3급(Class III) : 구(District) 단위의 프로젝트, 4등급(Grade IV) 이하의 도시 구
역 또는 구(District) 내 특정 지역과 농어촌 지역 계획 업무 가능

2.5.10 입찰 제도
(1) 개요
베트남 정부 및 국영기업 예산 투입 프로젝트는 입찰이 관례이며 원칙적으로는 베트
남 국내외 기업 모두 입찰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베트남 기
업에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단독 입찰 보다는 현지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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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물품 구매에 있어 원산지를 제한하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입찰 관
련 정보제공이 특정업체에게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2005년 11월 제정된 2005년 입찰법(제61호/2005/QH11)은 2006년 4월 시행토
록 되어 있으나 시행에 필요한 Decree는 2006년 9월에 제정되었고 동 Decree는
2008년 5월과 2009년 10월 2차례에 걸쳐 전면 개정되었으며 2013년 11월 2013
년 입찰법(제43/2013/QH13)을 국회 통과시켜 2014년 7월 1일에 발효됨.

(2) 입찰 활동 관할 기관
■ 정부 : 전국 입찰에 관한 국가의 통일적인 관리 수행
■ 총리 : 특별한 경우 원청자 또는 투자자 선정 계획을 승인, 입찰 과정의 이의, 탄원
및 위반 사항 조사 및 처리
■ 기획 투자부 : 전국 입찰에 관한 국가의 통일적인 관리 책임을 정부에 대하여 부담,
입찰 정보 공고, 프로젝트의 원청자 또는 투자자 선정 계획을 감정, 총리 심의 및
결정 받음. 입찰 요청서, 요구사항 정의서 및 기타 양식 발행
■ 건설부 : 시공 및 설치 등에 관한 입찰 안내
■ 재무부 : 국가기관 및 기타 단체의 일상적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기금으로 지
원되는 조달을 안내하고 원청자 또는 투자자 선정 과정 등과 관련한 비용을 안내
■ 보건부 : 국가기금, 건강보험 기금 및 의료기관의 기타 합법적인 수입으로 지원되
는 질병 예방 및 의료 검사, 치료 목적의 의약품 입찰
■ 산업통상부 : 낙찰된 원청자의 물품 수출입 절차 등 안내

(3) 입찰 패키지 유형
■ 물류, 보험, 광고, 유지 및 자문 서비스 외의 기타 활동을 하나 이상 수행하기 위한
비자문서비스 입찰 패키지
■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 타당성조사 보고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입찰 요
청서 및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입찰서 및 제안서 평가 및 기타 자문 서비스 등을
하나 이상 수행하기 위한 자문 서비스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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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류, 도구, 원자재, 연료, 자재 및 예비부품, 소비재, 의료기관용 의약품 및 의약
용품의 구매를 위한 물품 조달 입찰 패키지
■ 공사, 공사 물의 시공 및 설치를 수행하기 위한 시공 및 설치 입찰 패키지
■ 설계와 조달(EP), 설계와 시공(EC), 조달 및 시공(PC), 설계, 조달 및 시공(EPC) 또
는 프로젝트 기획, 설계, 발주, 시공(Turnkey)을 포함하는 혼합 입찰 패키지 등

(4) 적용 프로젝트 종류
① 원청자 선정이 적용되는 프로젝트
(i) 자문 서비스 또는 비자문서비스, 물품 공급 또는 시공 및 설치를 위한 원청자 선정
(a) 국가기관,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 사회정치 직업단체, 사회직업단체, 사회단
체, 인민 무장세력 또는 공공부문 비 사업 단체의 국가 자본으로 지원되는 개
발투자 프로젝트
(b) 국영기업 개발투자 프로젝트
(c) 위 (a)와 (b)에 명시된 것 이외의 개발 투자 프로젝트로서, 국가 자본 또는 국
영기업 자본이 프로젝트 총 투자 자본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30% 미만이
지만 5,000억 VND 를 초과하는 개발 투자 프로젝트
(d) 국가기관,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 사회정치 직업단체, 사회직업단체, 사회단
체, 인민 무장세력 또는 공공부문 비 사업 단체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
가자본으로 지원되는 물품 조달
(e) 공공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국가자본으로 지원되는 물품 조달
(f) 국가 자본, 건강보험 기금, 의료검진, 치료 서비스 수입 및 기타 공공의료기관
의 합법적인 수입을 통한 의약품 및 의약용품 구매
(ii) 베트남 기업이 이행하는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의 국가 자본이 프로젝트 총 투자
자본의 30% 이상이거나 30% 미만이지만 5,000억 VND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베트남 영토 내에서 자문 서비스 또는 비자문서비스
를 제공하거나 물품을 공급하는 원청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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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자 선정이 적용되는 프로젝트 : 토지사용 프로젝트에 적용함.

(5) 원청자/투자자 선정 방식
(i) 원청자 선정 방식
(a) 공개/제한 입찰
(b) 지명입찰
(c) 경쟁 제안
(d) 수의계약
(e) 직접 수행
(ii) 투자자 선정 방식
(a) 공개입찰
(b) 지명입찰

(6) 일반 입찰절차
(i) 입찰 요청
(ii) 입찰서/제안서 제출
(iii) 개찰
(iv) 평가/선정
(v) 감정 및 승인
(vi) 발표
(vii) 계약 협상 및 체결

(7) 입찰 참가 자격
(i) 원청자 참가 자격
(a) 영업지 국가의 관할 기관에 의해 부여된 설립·영업등록증을 보유할 것
(b) 독립적으로 재무회계를 적용할 것
(c) 해산 절차에 있지 않으며, 법에 따른 파산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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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국가 입찰 네트워크에 등록을 완료했을 것
(e) 제1.9.3항목에 따른 입찰 경쟁을 보장할 것
(f) 입찰 참가 금지 대상이 아닐 것
(g) 최종 입찰 대상자가 작성된 경우, 해당 최종 입찰 대상자에 포함될 것
(h) 베트남의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외국인 원청자의 경우, 내국인 원청자와 합작
관계를 수립하거나 내국인 하도급자를 사용할 것. 단, 어떠한 내국인 원청자
도 본 입찰 패키지의 여하한 작업에 부적격이어서는 안됨.
(ii) 단독 참가 vs. 컨소시엄
원청자 또는 투자자는 독립적 지위 또는 합작 관계 지위에서 입찰에 참가 가능함.
합작 관계의 경우에는 협력자 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서면 합의는 합
작 관계 대표 구성원의 책임과 각 구성원의 일반 책임 및 특별 책임을 명확히 규정
할 것.
합작 관계인 투자자의 경우, 대표 구성원인 투자자는 최소 30% 이상의 지분을 보
유하여야 하고, 합작 관계의 각 구성원은 최소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함.

(8) 입찰보증
(i) 입찰보증
(a) 비자문서비스 제공, 물품 조달, 시공 및 설치를 위한 입찰 패키지 및 혼합 입찰
패키지에 관한 공개입찰, 제한입찰, 경쟁 제안
(b) 투자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 및 원청자 지명
(ii) 입찰보증금
(a) 원청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각 입찰 패키지의 규모 및 성격에 따
라 입찰 패키지 가격의 1~3%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입찰 요청서 또는 요구사
항 정의서에 규정함.
(b) 투자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각 프로젝트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총투 자금의 0.5%~1.5%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입찰요청서 또는 요구사항 정
의서에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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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청자 또는 투자자는 입찰서 또는 제안서에 대한 입찰 마감시간 전에 입찰 보증
을 제공할 것. 2단계 입찰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 원청자는 두 번째 단계에 입찰보
증을 제공함.
(iv) 합작관계를 통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합작 관계의 각 구성원은 별도로 입찰보증
을 제공하거나 한 구성원이 자신과 나머지를 위한 입찰보증을 제공하도록 합의 가능
(v) 입찰보증 반환 불가
(a) 원청자 또는 투자자가 입찰 마감시간 이후 입찰서 또는 제안서가 유효한 기간
동안 해당 입찰서 또는 제안서를 철회하는 경우
(b) 원청자 또는 투자자가 원청자/투자자 선정 과정에서 다른 원청자/투자자와의
뇌물 수수 또는 중개, 담합, 사기, 권한 남용을 통한 입찰 활동 불법 개입을 통
해 제3.3.1(d)항목에 따라 입찰을 취소하여야 하는 잘못된 원청자/투자자 선
정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c) 원청자 또는 투자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d) 불가항력의 경우는 제외하고, 원청자가 입찰 요청인의 낙찰 통지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계약을 확정하지 않거나 확정을 거부한 경우, 또는 계약을 확정
한 후 서명을 거부한 경우
(e) 불가항력의 경우는 제외하고, 투자자가 입찰 요청인의 낙찰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을 확정하지 않거나 확정을 거부한 경우, 또는 계약을 확정
한 후 서명을 거부한 경우

(9) 원청자 선정 시 우대 조건
(i) 국내 생산 원가가 25% 이상을 차지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현지 입찰 또는
국제 입찰에 참가하는 원청자는 우대 자격을 부여
(ii) 독립 지위 또는 합작 관계 지위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내국인 원청자 또는 입찰 패
키지 금액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내국인 원청자와 합작관계를 체결한 외국인
원청자는 자문서비스, 비자문서비스, 시공 및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
제입찰에 참가할 때 우대 자격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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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피고용인의 25% 이상이 여성인 원청자, 피고용인의 25% 이상이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인 원청자,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인 원청자는 자문서비스, 비자문서비스,
시공 및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지 입찰에 참가할 때 우대 자격을 부여.

(10) 입찰방법
(i) 1단계- 1입찰서류 패키지(Single stage, One Envelope package)
원청자/투자자가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한꺼번에 작성한 후 이를 하나의
입찰서 또는 제안서에 포함시켜 제출. 일체의 입찰서 또는 제안서에 대하여 개찰
은 오직 한 번 실행.
(a) 비자문서비스 제공, 물품 조달, 시공 및 설치에 관한 입찰패키지, 소규모의 혼
합입찰패키지를 위한 공개입찰 또는 제한입찰
(b) 비자문서비스 제공, 물품 조달, 또는 시공 및 설치에 관한 입찰 패키지를 위한
경쟁 제안
(c) 비자문서비스 제공, 물품 조달 또는 시공 및 설치에 관한 입찰 패키지 및 혼합
입찰 패키지를 위한 원청자 지명
(d) 물품 조달 입찰 패키지를 위한 수의계약
(e) 투자자 선정을 위한 입찰 지명
(ii) 1단계- 2입찰서류 패키지(Single Stage, Two Envelope package)
원청자/투자자가 입찰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별
도로 작성하여 각각의 봉투에 나누어 넣은 후 동시에 제출. 개찰은 두 번 실시. 기
술제안서는 입찰 마감시간 직후 개봉되고, 가격제안서는 평가 목적의 기술적 요
구사항을 충족한 원 청자 또는 투자자에 한해 개봉.
(a) 자문 서비스 또는 비자문서비스 제공, 물품 조달, 시공 및 설치에 관한 입찰 패
키지 및 혼합 입찰 패키지를 위한 공개입찰 또는 제한입찰
(b) 투자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
(iii) 2단계 - 1 입찰서류 패키지(Two Stage, One Envelope package)
입찰이 두 단계로 실시. 1단계에서 원청자는 입찰 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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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제안서와 가격 계획을 제출하지만 입찰가격을 제시하지는 않음. 2단계에서는
1단계에 참가한 원청자가 입찰서 제출 요청을 받음.
본 방법은 물품 조달, 시공 및 설치 입찰 패키지, 대규모 입찰 패키지 및 복잡한 성
격의 입찰 패키지를 위한 공개입찰 또는 제한입찰에 적용.
(iv) 2단계 - 2 입찰 서류 패키지(Two Stage, Two Envelope package)
복잡하고 특수한 신규 기법 및 기술이 포함된 물품 조달, 시공 및 설치 입찰 패키
지 및 혼합 입찰 패키지를 위한 공개입찰 또는 제한입찰에 적용.
1단계에서 원청자는 입찰요청서 요구사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동시에 제출. 1단계에 제출된 원청자의 기술제안서를 평가한 결
과는 입찰요청서의 기술적 측면에 반영되어 수정을 거치고, 2단계의 입찰 요청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원청자의 명단이 결정.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원청자들이 입찰서 제출 요청을 받음. 입찰서는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
서로 구성되며, 두 제안서는 기술적 요소의 수정사항이 반영된 2단계 입찰 요청
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작성.

(11) 최근 동향
2015년 4월부터 새로운 민관협력(PPP) 법령(Decree 15/2015/ND-CP)이 시행되
고 있지만 베트남 정부는 많은 문제점을 직면하고 있음. 이에 2018년 5월 Decree
63/2018/ND-CP를 공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법령에 의한 현
지 업체의 이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베트남 조달청 관계자는 ‘베트남 공공 입찰 및
PPP는 다른 나라 대비 초기 단계이며 최근에 새로운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많
은 현지 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함.
베트남 조달청은 이미 수백 개 이상의 PPP 지원서를 수령했지만 그중 승인된 것은 소
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임. PPP에 필요한 문서, 양식, 프로세스 등에 대한 지식의 부재
로 인해 승인이 나지 못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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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보증 제도
(1) 공사 관련 보증
건설 프로젝트마다 다르며 통상적으로는 국제 요율과 대동소이함.

(2)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보증
인프라 건설 등 특별한 경우 정부보증을 받을 수 있으나 실제 보증 제공에 인색하므로
BOT 등 투자 사업은 투자회수 보장이 미약한 상태임.

(3) 외환 보증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이 외환 보증함.

(4) 기타
베트남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 제도 확대 필요함.

2.5.12 시공관리 제도
(1) 건설활동 자격증
2014년 건설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건설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증명으로 업무분
야에서 전문적인 능력과 직업 경험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개인에게 발급. Decree
15/2021/ND-CP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적법하게 건설활동을 하며
2020년 개정된 2014년 건설법 제148조 제3항에 따라 독립적으로 건설활동을 하는
개인으로서 적절한 직책을 부여받거나 건설활동을 할 수 있는 베트남 시민, 해외 거주
베트남인 또는 외국인에게 발급.
(i) 건설투자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책임자(director)
(ii) 설계 담당자 또는 건설 마스터플랜의 설계 총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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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건설 조사 담당자
(iv) 건설 설계 또는 심의 담당자
(v) 설계 총괄자 또는 심의 단체의 총괄자
(vi) 건설 시공을 감리하는 자문역
(vii) 건설투자비용의 준비, 심의 및 관리 담당자

(2) 건설활동 자격증 발급 자격(Decree 15/2021/ND-CP 제66조)
(i) 외국인 및 해외 거주 베트남인의 경우, 법률에 규정된 민법상 능력을 완전하게 갖
추고 있고 베트남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체류허가 또는 취업허가를 받
은 개인
(ii) 증명서에 수행할 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 자격, 업무 기간 및 경력을 갖춘 개인
- 1급 : 해당 전문성에 대하여 대학 학위 보유, 증명서에 따라 수행될 활동과 관련
하여 최소 7년 이상 경력 보유자
- 2급 : 해당 전문성에 대하여 대학 학위 보유, 증명서에 따라 수행될 활동과 관련
하여 최소 4년 이상 경력 보유자
- 3급 : 대학 학위를 보유한 개인의 경우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증명서에 따라 수
행될 활동과 관련하여 최소 2년의 경력 보유자. 전문대학 이하의 학위 보유자
인 경우, 증명서에 따라 수행될 활동과 관련하여 최소 3년 이상의 경력 보유자
(iii) 활동 증명서에 따라 수행될 활동 분야에서 시험을 통과한 사람.

(3) 건설활동 자격증 운영 범위
2020년에 개정된 2014년 건설법 제148조 제3항에 따라 건설활동 자격증은 1급, 2
급 및 3급으로 분류. Decree 제15/2021/ND-CP호 제62조 제2항에 따라 건설활동
자격증이 적용되는 건설활동 분야 및 범위는 부록 5에 규정됨. 단, 현장 관리자 직책
또는 건설 검사 관련 직책을 보유한 개인에 대하여 발급된 증명서에 관한 규정은 부록
5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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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관리자 직책을 보유한 개인
(i) 1급 : 건설감리 자격증에 명시된 분야 또는 현장관리자로서 근무하는 공사 분야
에 해당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현장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개인
(ii) 2급 : 건설감리 자격증에 명시된 분야 또는 현장관리자로서 근무하는 공사 분야에
해당하는 2등급 이하 공사에 대하여 현장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개인
(iii) 3급 : 건설감리 자격증에 명시된 분야 또는 건설에 참여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3등급 또는 4등급 공사에 대하여 현장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개인

■ 건설 검사 관련 직책을 보유한 개인
(i) 1급 : 동일한 종류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건설 검사 총괄자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개인
(ii) 2급 : 동일한 종류의 2등급 이하 공사에 대하여 건설 검사 총괄자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개인
(iii) 3급 : 동일한 종류의 3등급 이하 공사에 대하여 건설 검사 총괄자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개인

■ 건축 및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련된 자문 활동 시 건축법 및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한
법을 준수할 것.

(4) 베트남 내 외국 관할 당국이 발급한 건설 활동 자격증의 전환
Decree 제15/2021/ND-CP호 제62조 제2항에 따라 외국 당국이 발급한 건설 활동
자격증을 보유하는 외국인 또는 해외 거주 베트남인에 관한 조건 :
- 베트남 내에서 6개월 미만의 건설 활동을 하거나, 외국에서 건설활동을 하거나 베
트남 내에서 건설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활동에 대한 인
정을 받기 위하여 공인된 건설 능력 자격증을 보유.
- 베트남 내에서 6개월 이상의 건설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활동 관련 증명서
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인허가 당국이 전환한 건설활동 관련 증명서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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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활동 자격증 전환 절차
(i) 증명서 전환 신청 서류
- 건설활동 자격증 발급 신청서 원본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바탕에 4cm×6cm 크기의 신청인의 컬러
사진 2장 및 사진 파일
- 베트남 법률에 따라 공인을 받고 베트남어로 번역되고 공증 또는 인증을 받은 외
국 교육기관이 수여한 학위증 또는 활동 자격증 사본
- 규정에 따라 베트남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체류허가 또는 취업 허가의 법적 문서
와 비교할 목적으로 체류허가 또는 취업허가 원본의 정본 또는 정본을 촬영한 컬
러 사진을 포함한 파일, 원본 및 사본
(ii) 전환 발급 절차
- 신청인은 건설 활동 자격증의 발급을 위한 신청 서류를 인허가 당국에 온라인이
나 우편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직접 제출
-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허가 당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서면으로 1회 통지
- 유효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인허가 당국은 검증을 거친 후 해당 신청 접수일로
부터 25일 이내 건설활동 자격증 발급
- 소요 기간 : 건설활동 자격증을 전환하는 경우 25일
- 인허가 당국
1급 건설활동 자격증 : 건설부 산하 건설 전담 기관
2급 및 3급 건설 활동 자격증 : 성급 건설부
공인된 사회 전문기관 구성원에 관한 2급 및 3급 건설활동 자격증 : 공인된 사회
전문기관

(5) 건설활동을 하는 단체에 적용되는 건설 능력 자격증
(i) 건설 능력 자격증이 필요한 건설활동
Decree 제15/2021/ND-CP호 제83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단체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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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위한 능력에 관한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시키고 아래의 건설활동에 참여하
기 위하여 적절한 건설 능력 자격증(Construction Capacity Certificate)을 보
유하여야 함.
(a) 건설 조사
(b) 건설 계획설계 수립
(c) 건설설계 마련 및 심의
(d) 건설투자 프로젝트 관리 자문
(e) 건설 시공
(f) 건설 시공감리 자문
(g) 건설 검사
(h) 투자비용 관리 자문

(6) 건설 능력 자격증 발급 절차
(i) 신청 서류
(a) 건설 능력 자격증 신청 서류 원본
(b) 단체를 설립하는 결정(해당하는 경우)
(c) 단체의 건설 실험실 또는 건설 조사를 위한 건설시험에 협업하는 공인된 건설
실험실과 체결한 원칙적 계약(in-principle contract)의 인정에 관한 결정
(지질조사를 위하여 능력 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
(d) 활동 자격증이 요구되는 직책을 보유한 자의 활동 자격증과 더불어 기준 서식
에 따른 증명서 등급에 관한 신고 및 자체 결정 또는 2014년 건설법에 따라
부여된 활동 증명서의 일련번호 신고, 그리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학위증
(e) 능력 자격증의 급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미 부여된 능력 자격증
(f) 신고한 대로 이미 수행한 업무에 관한 계약 및 사전 승인 시험 기록(1급 및 2급
의 건설 조사, 계획설계 수립, 건설설계, 설계 검증, 건설투자비용 관리 자문
및 건설 검사를 수행하는 단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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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신고한 대로 이미 수행한 건설공사 항목, 업무 또는 공사의 일부(전문건설공
사를 시공하는 경우)가 완료됨에 따른 계약 및 사전 승인 시험 기록(1급 및 2급
건설 시공을 하는 단체의 경우)
(ii) 발급 절차
(a) 신청인은 건설 능력 자격증의 발급을 위한 신청 서류를 인/허가 당국에 온라인
이나 우편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직접 제출.
(b)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허가 당국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5영
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1회 통지.
(c) 유효하게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인/허가 당국은 검증을 거친 후 해당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건설 능력 자격증을 발급.
(iii) 소요 기간 : 건설 능력 자격증의 1차 발급의 경우 20일
(iv) 인허가 당국
1급 건설 능력 자격증 : 건설부 산하 건설 전담기관
2급 및 3급 건설 능력 자격증 : 성급 건설부 및 공인된 사회 전문기관

(7) 건설투자관리에 대한 건설공사 등급의 적용
건설공사 등급은 아래의 건설투자활동을 관리하는 근거로서 적용되고, 주요 활동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음.

(i) 타당성 조사 보고를 심사할 때 역량에 대하여 평가, 이전이 제한된 기술을 활용하
는 건설투자 프로젝트 또는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기술이전
에 관한 법에 따라 고급 기술을 활용하는 건설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기술에 대하
여 심사하거나 의견을 제공, 컨셉 설계 이후 설계 심사, 건설 시공 과정 및 준공 시
점의 공사 수락에 대하여 검증
(ii) 건설활동에 관한 능력 자격증 및 활동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단체 및 개인의
건설 활동 능력을 분류
(iii) 건설 허가가 면제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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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건설투자비용을 관리
(v) 시공된 공사의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에 대한 결정
(vi) 건설투자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에 따른 기타 활동

(8) 건설설계
(i) 예비설계(컨셉 설계) :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 중 건설투자를 위하여 수립, 건설설
계에 대한 초기 컨셉과 건설공사의 투자 정책 결정 근거, 기술 라인 및 장비의 예
비 선정을 나타내는 설계, 기본설계의 근거
(ii) 기본설계 : 선정된 설계 방안을 바탕으로 건설투자의 타당성 조사보고 중 작성되
는 설계, 적용되는 기준 및 기술 규격에 부합하는 주요 기술지표 표시. 건설허가
를 획득하기 위한 서류, 가장 중요한 문서로 간주, 시공에 앞서 프로젝트 시행사
는 이에 대한 승인 및 심사를 이행해야 함.
(iii) 기술 설계 : 건설투자 프로젝트가 승인된 후 기본설계를 구체화하는 설계, 적용되
는 기술 기준 및 기술 규격에 부합하게 사용되는 전체 솔루션, 기술지표 및 자재
를 보여 줌. 시공도 설계를 착공하기 위한 근거
(iv) 건설 시공을 위한 시공도 설계
적용되는 기술 수준 및 기술 규격에 부합하는 전체적인 기술지표, 사용 자재 및
부품을 보여주는 설계, 건설 시공을 개시하기 위한 모든 조건의 충족을 보장

(9) 건설투자 프로젝트 시행 관리
건설투자 프로젝트의 관리에는 현대적 관리에 관한 지식과 더불어 설계 및 건설 프로
세스에 관한 이해가 필요. 건설 프로젝트는 완료 시점까지의 일정 등 특정한 일련의 목
표 및 제약을 정하고 있음. 건설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에는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운
영을 추진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일련의 목표가 포함됨. 범위, 비용, 기한 및 품질 측
면에서 명시된 목표와 인력자원 및 재원 사이에 상충이 발생 가능. 건설 프로젝트 관
리에는 프로젝트 및 건설설계의 작성, 심사 및 승인, 건설조사, 건설허가 발급 및 건설
명령의 관리, 전문 건축물의 건설 및 해외 건설 프로젝트의 실행, 건설 자격 관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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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방법 등 베트남 건설 규정에 따른 건설 프로젝트의 관리를 시행함.

(10) 공사 시공관리
(i) 공사 시공 품질관리
(ii) 공사 시공 진행 관리
(iii) 공사 시공 용량 관리
(iv) 공사 시공 시 산업안전 및 건설 환경 관리
(v) 공사 시공과정에서의 건설투자 비용 관리
(vi) 건설 계약상 기타 내용 관리

(11) 건설투자 관련 의무보험
(i) 건설 기간 동안의 공사 보험
(ii) 투자 및 건설 자문에 대한 직업 책임보험
(iii) 시공 소재, 자재, 수단, 장비 및 직원에 대한 보험
(iv) 제3자에 대한 민사책임보험
(v) 건설공사에 대한 보증보험

(12) 베트남 국제상사중재재도
(i)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개요
(a) 중재제도에 대한 개념
중재제도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사전 중재 합의 또는 사후 중재 합의)로 분쟁
을 법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 해결하는 제도임.
국제 상사 분쟁의 경우 한 쪽 당사자에게 익숙한 각 국가의 소송 절차와는 별개
로, 제3의 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것이 국제상사중재
제도임. 국제상사중재는 상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이 중재인 사이
에 합의된 언어, 중재규칙과 준거법(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에 따라 판정
을 내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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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는 각 분야 전문가인 중재인 판정,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하여 집행권원 취득 용이, UN협약(일명 뉴욕협약,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58 UN)에 의한 국제적 효력, 기업의 비밀을 보장해 주는 비공개 심리 등임.
사전/사후 중재 합의 : 중립적인 중재지, 중립적인 국제 중재규칙, 중재언어, 중재
인수, 중재지법, 계약의 준거법, 중재인 선정 방식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b) 중재가 적합한 분야
분쟁 상황

적합 분야

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건설, 금융, 합작투자 등

신속한 해결이 사업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IT, 지적재산권, 노사 등

외국인 관련된 국제투자 및 국제거래

무역, 해운, 해외투자, 남북교역 등

영업 비밀 보호가 중요한 경우

기술, 엔터테인먼트 등

일반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하며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대여금, 도소매 및 판매, 인테리어,
보험, 보증, 광고 등

(c) 중재, 조정, 소송 등 비교
중재
전문가 중재인 중재판정
법원 확정판결 동일 효력
분쟁 종국적 해결
중재 합의 시 신청 가능
단심제/중재센터

조정

조정인이 당사자 간 합의 유도
당사자 간 화해, 재판상 화해 효력
합의 실패 시 중재, 소송 필요

소송
일방적 소송 제기
법원의 판사 판결
3심제
법원 관할

(d) 베트남 국제상사중재 개요
●

1958년 국제연합(UN) 주재 하에 ‘외국 중재 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일명 뉴욕협약,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이 채택되었고 많은 국가들이 뉴욕협약을 비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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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를 인정
●

베트남도 1995년 뉴욕협약에 가입하였고 하노이와 호찌민시에 베트남 국제 중
재원(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VIAC)를 두고 있음.

●

다른 중재 기관으로는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대한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싱가포르 국제중재원(SIAC) 등이 있음.

(e) 베트남 국제상사중재의 절차 및 집행
●

국제상사중재의 신청 요건
- 각 국가 법령에서 관할을 인정하면 다른 당사자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작할
수 있는 소송과 달리 중재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함.
- 매매계약 체결 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제 중재원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기재하고 분쟁 발생 이후 소송이 아닌 중재 판정으로 해결하자는
합의가 가능함. 사후 중재합의는 실무상 어려움
- 사전 중재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중재합의는 명확해야 함.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위치한 국제중재원인지, 중재인은 몇 명인지, 중재언어와 준거법 결정 등 합의
내용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함. 기본적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청 자체
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

●

국제상사중재 절차
- 양 당사자 사이에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중재원에 신청하여 중
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
- 중재언어와 준거법은 당사자들 합의한 바에 따르며 중재인은 1인 내지 3인으
로 지정하는 것이 보통임.
- 중재 장소는 반드시 중재원으로 할 필요는 없고 중재인이 당사자들이 합의한
장소에 출장을 나와 진행하기도 함.
- 중재비용은 중재 신청 시 선납해야 하며 종국에는 패소 당사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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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판정은 각국의 소송절차와 달리 단심으로 종료되며 항소 절차 없음.
- 자세한 중재 절차는 각 중재원 규칙에 따름.

●

베트남의 국제상사중재 집행
- 국제 상사 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베트남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법원으
로부터 집행 승인 판결을 받아야 함. 대부분 중재 판정에 자발적으로 이행함.
- 뉴욕협약 제5조는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그중 하나
로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이 집행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베트남 법령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베트남 법의 기본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라고 규정함.
- 외국 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이라도 베트남 법원에서 집행 승인을 판결 받지 못
하면 집행 불가함.
다만, 베트남에 설립된 국제중재원(VIAC) 중재판정은 베트남 법원의 별도 집
행 승인 판결 없이 즉시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음.

●

2002년 베트남 법원에서 다룬 최초의 중재 사건
- 미국의 거대 기업인 Tyco International의 지사인 Tyco와 베트남 Leighton
Contractor Ltd., 간의 컨소시엄 계약과 관련하여 1995년 10월 다낭 지역에
호텔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분쟁 사건임.
이 계약에서 분쟁 발생 시 중재는 호주의 Queensland 주 법원에서 이루어지
도록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었음.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Queensland 주 법원으로 중재 신청이 이루어졌고
2000년 4월 법원은 Tyco에 220만 불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라는 중재안을
판정함.
Leighton이 손해배상액 지불을 거절하자 Tyco는 다시 베트남 법원에 손해배
상 및 집행 승인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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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ghton의 본사가 호찌민에 소재하여 이 사건은 2001년 8월 호찌민 인민법
원으로 이송되었고 2002년 5월 호찌민 인민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였음.
이 재판에서 호찌민 법원은 외국 중재 확인 및 강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리를
진행한 결과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f) 위반 시 제재 조치
●

각 공사 관련 업체가 자신의 등급에 따라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초월하여 공
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3천만 VND 내지 4천만 VND(약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g) 시사점
●

2003년 제정된 Ordinance No. 08/2003/PL-UBTVQH11 dated February
25, 2003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on
commercial arbitration에서 2010년 No. 54/2010/QH12 dated June 29,
2010 of the National Assembly on commercial arbitration으로 개정되
고 2011년 1월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함.

●

베트남은 아직 중재 사건과 관련하여 소극적인 입장이지만 베트남 법원도 점점
중재 확인 및 집행 승인 판결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어 향후 분쟁 해결 방
법으로 중재 사건이 활성화될 전망임.

●

우리기업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 작성 때 중재 조항을 명
확하게 규정하여 사후 분쟁 대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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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 개발 절차
(1) 프로젝트에 관한 투자 정책 승인(IPA, Investment Policy Approval) : 투자법

(2) 투자자 승인/선정(토지사용권 경매 또는 입찰) : 토지법 및 입찰법

(3) 투자등록증서(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 투자법

(4) 기업등록증서(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 기업법

(5) 1:500 마스터플랜(건설의 기본에 관한 계획설계) : 도시계획법

(6) 토지 할당/임차 : 토지법

(7) 토지 보상 및 수용 : 토지법

(8) 토지사용권 증서(LURC, Land Use Right Certificate) 발급 : 토지법

(9) (기본설계를 포함한) 프로젝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대한 감정: 건설법

(10)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승인 : 환경보호법

(11) 화재예방 대처 설계 감정 증서 : 소방 방재법

(12) 공사 시공을 위한 일련의 설계도면을 포함한 건설 허가 : 건설법

(13) 환경보호 건설의 완료에 대한 확인 : 환경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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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화재예방 대처 검사에 대한 승인 : 소방 방재법

(15) 건설 완료 및 사용에 대한 승인 : 건설법

(16) 건축물을 등록한 신규 토지사용권 발급 : 토지법
새로운 투자자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경우, 위의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 개발 절
차를 이행해야 하며, 상기 절차를 모두 이행하기 위한 총 법정 시한은 최종 481일이
지만, 현실에서는 예기치 못한 변경으로 더 길어질 수 있음. 특히 토지보상 및 수용,
토지 할당, 투자 정책 승인(IPA)이 더 길어질 수 있고, 토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임.
절차상의 부담, 시장 개방 상의 제한, 일련의 허가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위험을 감
안하면, 해외 투자자들은 가능한 한 또는 최소한 투자 정책 승인 단계 이후에는 베트
남 현지 투자자로부터 프로젝트 면허를 양수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고 덜 위험할
수도 있음.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현지 파트너와 합작투자를 설립하는 방안 역시 많이
활용되고 있음.

2.5.14 부동산 가격 동향
(1) 베트남 산업용 부동산 산업 현황
■ 산업용 부동산은 다국적기업의 베트남 생산시설 확대에 따라 베트남 부동산 시장
중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시장임.
■ ’19년 베트남 산업단지 총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900헥타르 증가한 65,900
헥타르를 기록함 .
■ 총 330개의 산업단지 중 전년 대비 8개가 증가한 258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72개
는 건설 중에 있음.
■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베트남 남부, 북부지역에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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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말 기준, 남부와 북부의 주요 도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입주율은 각각 80%,
92%를 상회함.
■ 호찌민시로 대표되는 남부지역 산업단지의 '19년 임대용 공장은 전년대비 18.9%
증가한 38.05 헥타르를 기록함.
■ 하노이를 대표로 하는 북부지역의 임대 공장은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한
32.14 헥타르를 기록함.
■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남부지역 산업단지 임대료는 전년대비 9.7% 상승
한 평방 미터 당 106USD를 기록함.

(2) 베트남 주거용 부동산 산업 현황
■ ’19년 베트남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호찌민과 하노이의
신규 공급이 65.3% 줄어들었으나 입주율은 89.7%의 높은 수준을 유지함.
■ ’19년 말 기준, 호찌민시의 주거용 부동산 매물은 빌라 16,666채, 아파트
286,784채가 있으며 하노이는 빌라 45,988채, 아파트가 304,000채를 기록함.
■ ’20년 상반기, 호찌민과 하노이의 주택 공급 및 거래랑은 전년 대비 감소함.
■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은 호찌민시가 하노이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 호찌민의 저렴한 아파트 가격이 하노이의 중간급 아파트 가격에 인접하였으며 ’19년
부동산 가격은 12% 상승함.
■ 베트남 부동산 시장 성장과 함께 부동산 관련 사기가 증가하고 있음.
■ 건설 자격 없이 분양을 하거나 자금 부족으로 완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분양 시 제시한
설계 계획을 지키지 않는 경우 등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3) 베트남 상업용 부동산 산업 현황
■ ’20년 상반기, 베트남 상가 부동산은 긍정적인 상황을 유지함.
- 호찌민 지역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95% 입주율을 기록하였으며 하노이 지역은
93%로 전년 대비 3% 감소함.
- 공급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호찌민 지역은 150만 평방미터, 하노이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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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 평방미터로 각각 전년 대비 5%씩 증가함.
- 평균 임대료 역시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였으며 호찌민은 평방미터당 월 49달러,
하노이는 평방미터당 월 40달러 수준을 유지함.
■ ’20년 상반기, 베트남 오피스 역시 높은 입주율을 유지함.
- 호찌민과 하노이 모두 93%의 입주율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
하락, 1% 상승한 기록
- 평균 임대료는 호찌민이 평방미터당 월 32달러, 하노이가 월 20달러를 유지함.
- 공급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호찌민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220만 평방미
터, 하노이는 1% 증가한 180만 평방미터를 기록함.

(4) 베트남 숙박 산업 현황
■ 상가와 사무 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반면 숙박시설은 이
동의 제한 및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큰 영업 손실을 기록함.
■ ’20년 상반기 호찌민의 총 숙박시설 공급량은 12,400실로 전년 동기 대비 23% 줄
어들었으며 그중 12%만 운영됨(전년 대비 51% 감소).
■ 하노이의 총 공급량은 9,950실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객실 운
영률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19%에 그침.

(5) 베트남 아파트 산업 현황
■ 서비스 아파트는 외국인 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코로나19의 큰 영향 없이 양
호한 실적을 기록함.
■ ’20년 상반기, 호찌민의 서비스 아파트 공급량은 6,400실로 전년 대비 10% 증가
하였으며 운영률은 84%, 평균 임대료는 평방미터당 월 23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6% 하락함.
■ 하노이는 공급량 4,620실(2% 감소), 운영률 70%, 평균 임대료는 평방미터당 월
26달러(5% 상승)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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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 산업 전망
■ 베트남 부동산시장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FDI의 영향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
로 보임.
■ ’19년 베트남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 자금은 총 3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2% 증가
하였으며 그중 부동산 분야는 전체 투자 분야 중 2위로 38.8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
함(외국인 투자청, 2020).
■ 이는 전체 투자금액의 10.2%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속적인 FDI 증가와 함께 부동
산 시장 역시 성장할 것으로 보임.
■ 다국적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으로 인해 산업용 부동산 역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다국적기업의 중국으로부터의 생산시설 이전이 확대됨에 따라 베트남으로 이전하
는 기업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베트남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또한 베트남 부동산 시장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20년, 호찌민시는 27개의 대중교통관련 프로젝트를 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
중교통의 확대와 함께 다양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 2021년 첫 4개월 동안 하노이 토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4.5% 상승했으며 심
지어 일부 지역인 Dong Anh(75.5% 증가)과 Thanh Tri(25.6% 증가)에서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음. 그러나 2분기 들어 하노이 주택 가격은 평균 2.5% 소폭
상승했음.
■ 베트남 남부지역의 주택시장이 오는 2022년부터 회복할 것이란 전망.

☞ 2021년 8월 16일 베트남 현지 매체 징뉴스 등에 따르면 VN다이렉트의 최신 부동산 보고서에 따
르면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3분기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의 장기화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19가 통제되자 서서히 회복할 전망.
VN다이렉트는 2021년 하반기와 2022년에 주거용 부동산 수요를 뒷받침하는 3가지 요인이 있다
고 밝힘. 이에는 법적 절차 완화 및 코로나19 상황의 개선에 따른 부동산 공급의 회복세, 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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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및 인프라 개발의 가속화 등이 포함됨.

남부 시장에서는 2020년 법령 148호 및 개정된 건설법 2020년 등과 같은 일부의 새로운 규정이
발표된 후 호찌민 시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2022년부터 전년 동기 대비 26.2%의 증가율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음. 또한, 2023년 동기 증가율이 55.7%에 달할 것으로 기대.
미드엔드 부문은 전체 공급에 30~50%를 기여하며, Can Gio, Nha Be, Binh Chanh 및 Thu
Duc과 같은 호찌민 시 교외의 주택 시장은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로 2021년과 2022년 하반기에
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한편, 호찌민 시의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의 심화로 투자자들은 롱안, 동나이와 같은 인근 시장에
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음.
DKRA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 동나이의 기성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신규 공급 이 3,700채로
남부 공급의 67%를 차지. 이어 롱안은 신규 판매 630채를 기록해 남부 공급의 11%를 차지.
2022년 부동산 시장의 밝은 전망을 예상하는 VN다이렉트는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보상 및 금융
비용을 포함한 개발비용과 건축 자재 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향후 1차 주택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
이 매우 낮다고 평가.
VN다이렉트는 투자자들이 기본 판매 가격을 낮추는 대신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 지불 일정을 연장
하고 좋은 양도 정책을 계속 제공할 것을 권장. 호찌민 시의 1차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럭셔
리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동기 대비 약 1~4%로 느려질 것으로 보임.

북부 시장의 경우 빈홈즈의 메가 프로젝트인 선샤인 엠파이어(Sunshine Empire-2200개) 및
가무다 싯(Gamuda Cit)의 안정적인 기여 덕분에 하노이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2021년 약 2만
5000개로 전년 대비 40% 증가할 전망.
주택 시장의 경우 2021~2022년에는 흥옌과 같은 하노이 인근 지방이 활발해질 것임. 빈홈즈는
2021년 하반기에 흥옌에 460헥타르의 도시 단지 판매를 시작할 계획임.

연초 뜨거웠던 하노이 주택 가격은 2021년 하반기에 둔화될 것임. 2021년 첫 4개 월 동안 하노이
토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4.5% 상승했으며 심지어 일부 지역인 Dong Anh(75.5% 증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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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h Tri(25.6% 증가)에서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
그러나 2분기 들어 하노이 주택 가격은 평균 2.5% 소폭 상승. 따라서 2021년 하반기 하노이 주택
가격의 상승세는 지가 폭등했던 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한편, 하노이의
1차 아파트 가격은 2021년 하반기와 2022년에 4~6%의 건전한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
(자료,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

(7) 부동산 시장 기회 요인
■ 긍정적인 거시경제 신호로 인해 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임.
■ 주택 수요는 여전히 큼 : 세계에서 15번째로 인구가 많고 동남아시아에서 3위를
차지, 도시지역은 아파트, 사무실, 호텔 및 상업용 건물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주
택 수요가 가장 높음.
■ 관광 부동산, 리조트 및 산업 부동산은 부족한 상태,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밝음.
매년 5-7일 체류하는 외국인 방문객이 2천만 명, 3-4일 체류하는 현지 관광객이
3,500만 명, 수십만 개의 새로운 호텔 객실이 필요, 동남아시아에서 제조업체들에
게 가장 매력적인 나라이므로 산업 부동산은 단기, 중기 및 장기적으로 크게 발전
예상됨.
■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가
■ 증가하는 인프라 투자로 부동산 투자여건 개선
(자료: VNREA(베트남 부동산 포럼, 2019.11.27.))

(8) 부동산 투자 이슈
■ 억대 인구를 보유한 15개국 중 5% 이상 경제 성장국 7개 중 하나임.
■ 국민 평균연령이 낮은 젊은 국가로 젊은 층이 경제 성장 견인
■ 중산층이 2020년 40% 선으로 확대 예상으로 구매력 상승
■ 지역 간 인적교류, 물자 연결에 필수 수단인 승용차와 상용차 급증 지속
■ 10년간 베트남 승용차 판매 대수 3.5배 증가
■ 외국 투자 자본 유입 가속화 및 정책적 부동산 개발 지원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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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도로, 고속도로, 교량 등 국가적 교통 인프라 확장 정책의 기대감 고조
■ 경제중심도시의 인구 유입에 의한 도시화 가속화
■ 지하철 1호선 2021. 11 개통을 통한 기대 심리 상승
■ 비공식적으로 한국 기업 2021년 기준 7,000개 이상 진출, 한국인 약 15만 명 이상
거주
(자료: 포스코 경영연구원)

(9) 한국 기업의 시사점
■ 서비스 아파트는 FDI의 지속적인 유입과 외국 기업의 현지 진출과 함께 성장 가능
성이 높은 시장임.
■ 외국기업의 현지 진출로 외국인 주재원의 증가가 가파르나 현재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 관광객에 의해 운영 실적이 좌우되는 호텔에 비해 안정적인 운영 가능함.
■ 한국 기업의 진출로 주재원이 증가하는 만큼 관련 시장 투자를 고려할 만함.
■ 베트남이 체결한 다양한 FTA 및 중국에 비해 저렴한 현지 생산 비용은 해외 신규
생산 기지를 계획하는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고려할 만함.
■ 베트남 생산기지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중국 제조 상품에 대한 고 관세 우려를
해소하고 다양한 FTA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단, 베트남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다수의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으로 인
한 생산인력 부족, 대미 무역흑자의 증가에 따른 미국의 통상 압박 등의 위험을 고
려하여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5.15 건설산업 현황
(1) 현지 건설업체
■ 대형 건설업체는 대부분 정부 소유임.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에 추진에도 불구하
고,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및 경영권 제한으로 대형 건설업체는 여전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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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영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가가 베트남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비상장 기업인 경우에는
30%, 상장 기업인 경우에는 49%까지의 지분 참여만 허용함.
■ 베트남에는 국영기업 및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약 4,000개 건설업체가 활동하고 있음.
건설 및 장비 분야 : 3,500개사
- 건설 및 장비 분야 국영기업의 평균 자본금은 U$513,000이며, 민간은
U$166,666임.
컨설팅 분야 : 580개사
- 컨설팅 분야 국영기업의 평균 자본금은 U$112,000이며, 민간은 U$66,667임
■ 연간 매출액이 100백만 달러 이하인 건설 업체가 전체 건설업체의 95%에 해당함.
■ 대부분 건설 업체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몇 개의 건설업체만이 라오스 등 주변국 해
외 건설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베트남 건설업체는 규모가 작고, 자금력이 낮으며 기술자 및 전문가가 부족함.
■ 공업부, 건설부 및 교통부 산하 국영 건설업체는 최신 장비 및 기계를 보유하고 대
규모 관개사업, 수력발전소 및 산업단지를 건설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지
방 공영 및 민간 건설 업체는 국영 건설업체에서 폐기한 장비 및 기계를 사용하고
낙후된 방법으로 시공 참여. 따라서 이들 업체는 단순 기술만을 요구하는 소규모
공사만 참여함.
■ 베트남 건설업체는 외국인 전문가를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선진 전문 기
술 및 지식을 제때에 전수받지 못함.
■ 베트남 정부는 국제 규모의 공사에 자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중임.

(2) 현지 건설업 단체
■ 베트남 건설협회(Vietnam’s Associ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 설립 : 1999년
- 회원사 : 약 200개사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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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1st Floor, 17T8 Building, The Urban Area of Trung Hoa, Nhan
Chinh, Hoang Dao Thuy street, Thanh Xuan District, Hanoi, Vietnam
전화 : +84 4 6281 5825/26/27
팩스 : +84 4 6281 5828
Web : http://buildviet.info/en-US/vacc.htm
이메일 : vacc@vacc.vn; vacc@hn.vnn.vn; admin@buildviet.info

(3) 외국 업체 진출 현황
(a) 외국 업체 주요 진출 현황
●

일본 : 安藤建設, 大林組, 鹿島建設, 鴻池組, 五洋建設, JFE엔지니어링, 淸水建設,
錢高組, 大氣社, 大成建設, 高砂熱學工業, TSUCHIYA, 鐵建建設, 東亞建設工業,
東急建設, 東洋建設, 德倉建設, 戶田建設, 西松建設, NIPPO, Hazama, PS三菱,
Fuzita, 前田建設工業, 三井住友建設, 橫河ブリッジ , 若築建設

●

프랑스 : Bouygues, Vinci, Technip

●

이탈리아 : SAIPEM

(4) 주요 동향
(a) 해양그룹, Sembcorp, Phu My 제3화력발전소 British Petroleum의 지분 인수
진행
●

싱가포르 에너지, 수도, 도시개발, 해양그룹 Sembcorp은 Phu My 제3화력발
전소 British Petroleum(BP) 지분 인수 진행 중임. Phu My 제 3화력발전소는
베트남 최초 BOT 전력 프로젝트로 BP가 SembCorp 및 Kyushu-Sojitiz 와 함
께 컨소시엄을 형성, 각각 자본의 33.33%씩 투자하였으며, 2001년 12월 31일 착
공하여 2004년 5월 1일 완공되었음. 총 투자금액은 3,858억 4,700만 불이었음.

●

양 회사가 모두 동의한다면 Sembcorp은 201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 투
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임. 5100만 불을 제외하고도
Sembcorp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12일까지 추가적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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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70만 불의 이자를 지불해야 함. Phu My 3 BOT 주식회사는 법에 따라 필요
한 각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할 것임. 베트남 정부는 BP 회사를 대표로 Phu My
3에게 세금 납부를 통지했으며 이에 따라 BP는 법에 따르며 BOT 계약 방법에
근거하여 Phu My 3을 통해 지불할 것임.
●

170억 싱가포르 달러(약 126억 불) 자산과 8000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한
Sembcorp은 최대 입력 8,200MW 이상, 하루 900만m3 이상의 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임. 더불어 베트남에서 Sembcorp는 Phu My 3
의 33.3%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66.6%까지 확보하려 할 뿐만 아니라 VSIP로 알
려진 Binh Duong, Bac Ninh, Haiphong, Quang Ngai 성에 위치한 베트
남-싱가포르 산업공단에 투자를 해왔음.

●

Sembcorp은 약 25억 불이 소요되는 Dung Quat 1,200MW 화력발전소 BOT
사업 개발 허가를 받았음. 공장은 중부 Quang Ngai성의 Dung Quat 경제 지
역의 동쪽 공업단지에 85ha 부지에 건설될 것이며, 55ha의 화산재 폐기처분 건
물은 Dung Quat 항구의 Tri Binh 거리 남부에 위치할 것임. 이는 2020년 9월
에 가동될 것으로 기대됨.

●

베트남 교통부에 따르면, 베트남의 교통 인프라 발전 원동력은 도로와 철도 개발
이라 할 수 있음.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Research는 2017
년 기준으로 베트남 전체 교통 산업 규모의 약 57%를 도로 인프라가 약 21%를
철도인프라가 차지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음.

●

향후 10년간 베트남 전력 시장은 전력소비, 발전용량 등의 측면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

●

베트남의 발전설비용량은 2018년∼2027년까지 연평균 5.8%가량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되며, 2027년 총 82.6GW의 발전설비용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30년까지 베트남의 형태별 발전용량 목표는 석탄(42.6%), 신재생에너지
(21%), 수력(16.9%), 가스 (14.7%), 기타(4.8%)의 순서임.

(b) 인도 Dewan 그룹, 26조 VND 규모 프로젝트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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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 14일 Khonh Hoa 성 인민위원회는 재정 부족 및 투자 증명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International Dewan Vietnam 공사와 Dewan Project사의
기존 프로젝트를 회수하며 신규 프로젝트를 승인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힘.

●

Khonh Hoa 성 인민위원회는 2014년 8월에 26조 VND 규모의 Phoenix 해
변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 증명서를 발급했음.

●

그러나 Dewan은 2.1조 VND 자본금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로 Nha Trang 해
변공원에 여러 출입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현지인과 관광객의 오락 활동을 방
해하였으며 불평을 키운 바 있음.

(c) 여러 지연된 프로젝트 회수 경고(’15.8.14)
●

응웬 떤 중 총리의 새 지시에 의하여 여러 지방은 지연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

Ninh Binh성 인민위원회는 지연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 6건을 회수하기로 했으
며 나머지 29건을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발표함. VJK 투자공사의 15억
불 규모 Kim Son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Golden Generation 사의 대만 섬유
공장 프로젝트, Nien Hsing 섬유공사의 Nien Hsing 섬유 프로젝트 등의 투자
제안들도 배제하도록 심사 중이라고 밝힘.

●

Quang Nam성 인민위원회는 최근에 Hoi An Royal Bay 고급 리조트 프로젝
트의 지연에 대한 경고를 냈으며 2015년 12월에 투자절차 완성, 2016년 1월에
착공, 2017년 12월에 프로젝트를 완료하도록 지시를 내렸음.

●

동 프로젝트는 2007년에 1,600만 불 투자 규모로 투자 증명서를 받았으며,
2009년에 완공되어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6년이 지난 현재도 투자자인 비나케피
탈(Vina Capital)이 착공하지 못하고 있음. Quang Nam성 인민위원회 Huynh
Khanh Toan 부회장은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본 성이 프로젝트를 회
수하겠다고 강조함. 이외에도 Quang Nam성은 지연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 경고하였으며 추진 가속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힘.

●

Quang Ngai 성도 회수된 Guang Lian철강 프로젝트 이외에 Dung Quat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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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구역에 위치한 지연되고 있는 14개의 프로젝트를 감시하고 있으며 이 중 5건
에 대한 회수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힘. Dung Quat 경제구역과 산업단지
외에는 지연되고 있는 23건의 프로젝트 중에 Kumwoo-Dung Quat 중공업 공
장, Eastar Kic Vietnam 공장 등의 9건도 회수되었음.

(d) 일본, 기록적인 ODA 약속(’16.1.22)
●

베트남은 일본으로부터 2015년 회계연도(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에
기록적인 개발원조 재정 지정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주베트남 일본 대사는 베트남과 일본 정부는 3가지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차관협
정에 대한 승인을 했는데, 호찌민시 수질 환경 개선과 도시철도 건설, 타이빈 북
부지역에 열전기 부지 건설이 이에 포함됨.

●

약 17.4억 불에 달하는 ODA가 해당 분야에 투자될 예정

●

이는 베트남 응웬 떤 중 총리와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2015년 회계년도에 투입
하기로 한 25.5억 불 중 일부임.

2.5.16 공사 발주기관
(1) 공공발주
■ 주로 건설부, 교통부, 산업통상부, 농업농촌개발부, 수산부 등 정부부처와 규모가
큰 국영회사에서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발주하며 지방 프로젝트인 경우 해당 지
방인민위원회(지방정부), 행정청에서도 발주함.

■ 주요 공공 발주처
발주처
Min. of
Construction

주소
37 Le Dai Hanh Ha Noi, Vietnam
Tel: 84-4-821 5971 Fax: 84-4-821 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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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상하수시설, 주택,
인증서관리 등

발주처

주소

비고

Min. of Transport

80, Tran Hung Dao Ha Noi, Vietnam
Tel: 84-4-825 4012 Fax: 84-4-826 7291

도로, 교량 등

Electricity of
Vietnam(EVN)

18 Tran Nguyen Han Street, Hanoi, Vietnam
Tel: 84-4-825 5326

전력, 송배전,
생산 등

Vietnam Oil and
Gas Group (PVN)

18 Lang Ha Street, Ba Dinh, Hanoi, Vietnam
Tel: 84-4-38252526 Fax: 84-4-38265942

석유, 가스 시설 등

■ 베트남 공공조달국(PPA) 조직 구성
PPA 부서별 주요 기능
부서명

          

부서별 기능

Policy Division
(조달정책부)

• 전자 조달을 포함한 조달 관련 법률제도 연구 및 제정, 개정
• 조달 및 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해외 조달 사례 연구

Center for Procurement
Support
(조달지원센터)

• 조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 조달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
• 조달 관련 면허 발급 및 민원 접수, 해결

Procurement Audit
(조달 감사부)

• 공공조달 관련 감사업무
• 부당행위 기소, 부정당업자 제재 및 관리
• 조달 관련 법, 규정 교육

E-Procurement Division
(전자조달 시스템 관리부)

•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 보수
• 전자조달 관련 교육 및 부정당업자 정보관리
• PPA의 IT 인프라 관리

Administration Division
(조달국 본부)

• 업무계획 및 성과 관리, 감독
• 인사관리 및 국제협력
• 연간 예산 수립 및 총무행정(재정, 자산, 건물 관리)

Public Procurement
Review(조달신문 편집부)

• 입찰정보 신문 발행
• 입찰공고 사이트에 입찰공고 정보 등록

(2) 민간 발주
- 외국 투자회사를 중심으로 민간 발주가 이루어지나 대부분 지명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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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기업 진출 환경

3.1 투자환경

3.1.1 투자여건
(1) 투자유치 정책
■ 1986년 도이머이(베트남식 개방정책) 채택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임.
■ 1987년 외국인 투자법 제정,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 투자절차 간소화, 투자 인
센티브 제공 등 투자여건 개선 노력 중

(2) 외국인 투자법
■ 1987년 12월 외국인 투자법 제정, 여러 차례 개정 반복
■ 100% 외자기업, 합작 기업 등 투자 형태, 투자 보장
■ 부정적 개정 내용
- 발전, 통신장비 제조, 공항, 항만 등에 대한 100% 외국인 소유 프로젝트 금지
- 베트남 보험업체에 반드시 보험 가입
■ 모든 경제 분야에 투자 가능. 단, 투자 금지 및 제한 분야 예외(총리실만 결정, 공포)
■ 투자자의 자본 및 지분 양도 가능, 다양한 형태의 투자, 독립적인 지위 보장
■ 법정자본금과 투자 총액 간 비율 및 최저 자본금 필요조건 삭제
■ 외국인 투자자에게 자본금 출자, 주식 매수, BOT, BTO, 회사 인수/합병 허용
■ 지방정부가 투자와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 사업에 대한 허가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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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절차는 투자 신고와 승인 심사로만 구성, 신고 소요 기간 15일 이내, 심사는
대규모/조건부 사업에만 적용, 인프라 개발, 토지, 환경 계획 등 계획 측면은 심사
대상
■ 투자 금액별 등록처 명기, 3,000억 VND(1,900만불)이하 조건부 투자대상이 아닐
경우 15일 이내 투자허가 취득
■ 3,000억 VND(1,900만 불) 이상 또는 조건부 투자대상일 경우 투자심사, 투자신
청 후 최소 30일, 최대 45일 이내 투자허가 취득 가능
■ 합작 기업 현지 자본 비율 30% 이상 규제 폐지/자유화
■ 총 투자액 중 법정 자본금 30% 이상 규제 폐지/자유화
■ 원칙적으로 국유화하지 않으나 국유화 필요시 외국인 투자자 보상
■ 제도 변경에 의해 불이익을 입은 경우, 기존 허가조건 유지 가능(제21조)
■ 지적재산권 보호 명기
■ 분쟁 해결 시, 외국기업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외국 중재기관에 요청 가능
■ 투자 장려 분야 투자 시 토지사용료 무상 또는 감면 가능
■ 토지 사용기간 50년으로 제한, 최대 70년까지 허가(만료 전 연장 신청 가능)
■ 투자자 자발적 투자 청산 가능

(3) 기업법
■ 국내외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사업 전개, 국내외 기업 차이 철폐
■ 기업형태 : 유한회사, 주식회사, 조합, 기업집단, 개인기업 등
■ 결의 방법은 정관에 따른 결의로 하고 만장일치 폐지
■ 자본 증액, 양도, 감자 자유, 허가 발급기관에 보고
■ 사업내용은 자유롭게 변경 가능
■ 2,000만 불 이하 : 투자법에 따른 신고 등록으로 처리
■ 2,000만 불 이상 : 투자법에 따라 심사를 거친 승인 필요. 다만, 최초 투자일 경우
투자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투자 허가는 영업 허가와 일원화
■ 기존 기업에게 선택권 부여 : 기업법 발효 후 2년 이내 재등록, 기 취득한 허가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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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유지. 다만, 허가받은 사업 분야만 수행 가능

(4) 투자 장려 분야
■ 인프라 시설 건설 및 중요 공단 건설

(5) 투자 혜택
■ 투자 보장
■ 재산 이전 보장
■ 과실송금 보장
■ 외국기업 근로자의 권리 보장
■ 2년간 소득세 면제 및 2년간 50% 감면 : 일반투자 장려 분야 4년, 특별 투자 장려
분야 8년
■ 합작 기업 결손금 5년 이월 가능
■ 재투자 시 이익세 환급
■ BOT, BTO, BT 및 산간 오지 사업 토지임차료 감면
■ 투자 장려 품목 수출입세 감면, 수출 가공 공단(EPZ : Export Processing Zone)
과 산업공단 (IZ : Industrial Zone)에 대한 우대세율

(6) 투자여건 개선
■ 부문에 상관없이 상장된 모든 기업의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 100%로 상향 조정
(Decree 60/2015/ND-CP)

3.1.2 투자신청 및 투자허가
(1) 투자허가 관련 기관
기획투자부 (Ministry of Planning &Investment, M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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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조직
MPI는 22개의 Department와 6개의 institut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인원이
약 1천 명 가량 되는 대규모 정부 조직임. 현재 MPI 장관 1명과 총 4명의 차관이 있음.
MPI 본부는 수도 하노이에 있으며 호찌민시에는 사무소가 있음

| 본부 : 하노이, 신규 외국 투자 및 종합안내 |
주소 : 56 Quoc Tu Giam st., Hanoi
전화 : (84-4) 845-4970, 825-8143,747-3143
팩스 : (84-4) 843-7927

| 사무소 : 호찌민시 |  
주소 : 178 Nguyen Dinh Chieu st., Dist 3, HCMC
전화 : (84-8) 822-6671
팩스 : (84-8) 930-5413

(ii) 기능
■ 사회경제 발전전략과 국가 및 지역 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
■ 외국 및 내국 투자의 균형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대 베트남 투자 총괄
■ 투자 진흥 및 경제개발정책 관련 법률, 규정 등 작성·제출
■ 국가예산 수립 시 재무부와 협력, 국가 자원 및 외국 원조 담당
■ 국내외 투자 허가
■ 투자 프로젝트, 입찰 프로젝트, 국영기업 평가
■ 연락처
각 시성 인민위원회 투자부 (DPI : Department of Planning &Investment)

|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
주소 : 32 Le Thanh Ton St., Dist 1, HC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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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84-8) 829-3179
팩스 : (84-8) 829-0817

|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
주소 : 17 Tran Nguyen Han, D, Hoan Kien, Hanoi
전화 : (84-4) 826-0257
팩스 : (84-8) 825-5275

| 동나이성 인민위원회 |
주소 : 7, Vo Thi Sau St., Bien Hoa City, Dong Nai Province
전화 : (84-61 )825-694
팩스 : (84-61) 824-935

| 빈증성 인민위원회 |
주소 : Binh Duong Ave., Thu Dau Mot, Binh Duong Province
전화 : (84-650) 828-023
팩스 : (84-650) 825-194

| 하이퐁시 인민위원회 |
주소 : 1, Dinh Tien Hoang St., Hai Phong City
전화 : (84-31) 842-307
팩스 : (84-31) 842-021

| 바리아붕타우시 인민위원회 |
주소 : 1, Nguyen Chi Thanh St., Vung Tau City, BaRia Vung Tau Province
전화 : (84-64) 852-502
팩스 : (84-64) 85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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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낭시 인민위원회 |
주소 : 70, Quang Trung St., Da Nang City
전화 : (84-511) 810-054
팩스 : (84-511) 810-056

(2) 투자허가 승인 절차
수상에 발급권한이 있는 사업

MPI에 허가권한이 있는 사업

(합작기업으로 진출하는 경우)

(100% 외자기업으로 진출하는 경우)

외국기업 : JV 상대기업 선정

외국기업 : 기업설립지 모색

외국기업 : 협의 및 정관 작성

외국기업 : 기업정관 작성

외국기업 : 투자허가신청서 작성

외국기업 : 투자허가신청서 작성

상대기업 : 투자허가서
제출(제출처 : MPI)

외국기업 : 투자허가서
제출(제출처 : MPI)

MPI : 사업성 심사,
관련 부처와 사업내용 협의

MPI : 사업성 심사,
관련 부처와 사업내용 협의

MPI : 수상에게 보고
수상 : 필요한 경우
국가투자사업심의회 자문 요청
수상 : 최종 결정(신청일로 부터 45일 이내)

MPI : 최종 결정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MPI : 투자허가증 발급·통지

MPI : 투자허가증 발급·통지

베트남 측 파트너가 중앙정부 관할이냐 지방정부 관할이냐, 또는 공동조합이냐 민간
기업이냐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름.
100% 외국 투자인 경우도 지방정부의 비공식 승인이나 사전 승인을 취득할 필요 있음.
수출가공구(EPZ)에서의 투자 신청은 MPI업무를 대행하는 EPZ내 접수창구에서 신청함.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상 투자 승인 통보 기한은 60일이며 각 정부기관 및 인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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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관련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 해결 책임이 있음.
외국인투자회사정의 변경, 외국인투자지분 “51% 이상”에서 “50% 초과”로 감소됨.

3.2 현지 금융조달
(1) 대출
■ 베트남 내 은행에서 1년 이상의 중장기 대출로 시설자금 대출이 있으며, 1년 이내
단기 대출로 운전자금 대출이 있음.
■ 베트남 동화(VND) 대출의 경우 제한사항이 없으나, 외화대출인 경우 외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함(시설대, 원자재 구입자금 등).
■ 2017년 6월 기준으로 생산활동을 위한 동화 대출 금리는 7~10%, 비생산 활동을
위한 동화 대출금리는 10~16%, 단기 달러 대출금리는 2.0~4.5%, 장기 달러 대출
은 3.5~6.0% 수준임. 개인대출 및 기업대출(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 프로젝
트 파이낸싱, 각종 보증서(Bid Bond, P-Bond, A/P Bond, Warranty Bond) 발
급이 가능함.

(2) 담보
■ 은행보증서, 정기예금은 금액의 100% 이내, 토지사용권(Land Use Right)을 일시
불로 매입한 경우 평가금액의 70% 이내에서 대출 가능하며, 공장 건물 및 기계설
비에 대해서도 대출 가능함. 다만 지역별, 종류별로 담보 인정 비율이 다름.
■ 2015년 7월 1일부로 주택법 개정으로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이 완화됨.
■ 구체적으로는 베트남 비자가 있는 외국인은 누구나 주거용 부동산 구매가 가능하
며, 해외펀드, 은행, 해외 기업의 베트남 법인/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도 구매가 가능
■ 구매 가능한 부동산은 콘도, 빌라 또는 타운 하우스를 포함한 주거용 부동산임.
■ 이에 주택을 소유하고 담보 제공도 가능해질 전망이지만, 구체적인 권리 확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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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증빙, 계약서 등을 꼼꼼히 따지고 매매계약을 해야 함.

(3) 해외 자금조달
■ 모든 외환 자본의 1년 이상 중장기 대출은 국영 은행에 등록 및 정기적으로 보고되
어야 함.
■ 채무자는 외환 구매시 금융기관들의 채무 상환 요구(예를 들어 상환 일자 이내에
상환해야 함)를 지키기 위해 다른 요구사항들에 순응해야 함. 만약 1년 미만의 단
기 차입의 경우 비교적 단순한 관할지 중앙은행 지점 신고 절차만 필요함.

(4) 관련 동향
■ 2020년 10월 1일부터 베트남 중앙은행이 인하된 정책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 경기 회복세를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금년 들어 3번째로 금
리 인하를 단행
■ 중앙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융자 금리(refinancing rate)를 4.5%에서 4%로
0.5%p 인하했고, 은행 간 대출금리인 discount rate도 3%에서 2.5%로 0.5%p
내렸음. 공개시장 조작 금리(open market operation rate)도 3%에서 2.5%로
하향 조정되었음.
■ 이번 금리 인하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지원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음.

3.3 외환관리
(1) 개요
■ 베트남은 외환 자금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외환 관리법을 제정하여 외
환을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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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 모두 국가가 독점하여 베트남 국가은행(State Bank)이 관리하고 있음. 집
중된 외화는 국가계획위원회의 관리 하에 두며 국가의 경제 계획에 따라 배분하고
있음.
■ 수출입 기업은 동 위원회에 수입 계획서를 갖추어 외화 할당 신청을 하며 심사를
받고 있음.
■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휴대 반입하는 외화, 귀금속을 신고해야 하며 신
고 한 금액, 물건에 한해서만 재반출을 허용하고 있음.

(2) 외환 거래를 허용하는 경우
■ 신용기관 및 외환서비스 제공을 승인받은 기관과의 거래
■ 국내 조직의 내부적 외환 전신 송금
■ 거주자들의 대 베트남 해외투자 수행을 위한 외환 형태로 자본 기여
■ 거주자들의 수출입 계약 위탁을 위한 외환 전신송금
■ 국내 및 해외 계약자들의 투자자들 또는 계약 총괄자의 비용 지불과 거래 지출 및
해외 송금을 위한 전신 송금 수령
■ 보험 구매자들이 송신한 외환 형태의 전신 송금 수령
■ 면세품 관련 비즈니스 및 국경, 세관 보세창고 관련 서비스 제공 비용 수령
■ 세관 보세 창고와 국경의 세관 및 경찰서의 화폐, 입국/출국 비자 및 서비스 제공
요금 수령
■ 재외공관 및 영사관의 출입국 비자 및 다른 종류의 요금 수령
■ 외환으로 지급된 외국인의 급여, 보너스 및 용돈 수령
■ 비거주자들 간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을 위한 자금 전신 송신
■ 베트남 국영 은행장의 허가를 받은 기타 필수적인 경우

(3) 외국 투자 기업은 다음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한 이윤을 송금할 수 있음
■ 기업 경영 결과 얻은 이윤
■ 서비스 제공, 기술 제공 등으로 획득한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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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및 이자
■ 투자 자본 및 청산 잔액
■ 기타 합법적 소유 자산 또는 자본
■ 송금은 연간, 반기 또는 분기 단위로 할 수 있으나 해당기관 중의 법인세를 사전에
완납해야 함.
■ 합작 기간 종료나 기업 청산 후 외국 투자가는 출자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음.
■ 개인은 5,000불 내에서 세관에 신고 절차 없이 자유롭게 반출입 할 수 있으나
5,000불 이상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대외 결제 은행, 중앙은행이 지정한 여
타 외국환 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에 신고해야 함.

(4) 중앙은행 환율 관리 제도
■ 베트남 정부의 미국 달러에 대한 베트남 동화(VND)의 환율 결정 시스템은 관리환
율제도 (Managed Floating Regime)라고 공식적으로 표현되며, 미국 달러에 연
동되는 특성 (Crawling peg to the US Dollar)을 나타내고 있음.
■ 베트남 중앙은행은 베트남 동화(VND)를 미국 달러화에 대하여 계속 평가절하 시
켜오고 있음.
■ 중앙은행이 매일 환율(기준 환율)을 결정하여 일반 상업은행에 통보하면 상업은행
들은 +/- 3% 범위 안에서 대 고객 환율을 결정함. 즉, 전신환매도율(TT Selling)은
기준 환율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신환매입율(TT Buying)은 기준환율 -3%
보다 낮게 정할 수 없음. 전날 은행 간 거래 시장의 가중 평균 환율이 다음 날의 기
준 환율이 됨. 그러나 사실상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환율은 전날의 은행 간
거래 시장의 가중 평균 환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음.

(5) 계좌개설
■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베트남 중앙은행이 인가한 국내은행, 외국 합작은행과 외
국은행 지점에 외화와 베트남 동화(VND) 계좌를 개설하여 기업의 모든 수입과 지
출을 집행함. 아울러 경영 협력 계약에 참가하는 외국 측과 투자 기업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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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필요한 경우, 외국 투자 기업과 같이 현지 통화나 외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외자기업은 특별한 경우 일부 프로젝트에서 베트남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외
국 소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외자기업은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외자기업은 외국에 개설한 계좌 사용 상황에 대해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하며 기업
계좌개설, 사용 및 폐쇄는 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라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모든 수익과 지출은 이 계
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6) 베트남 외환관리 규정
■ 외환 사용 제한 : 베트남 영토 내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모든 거래, 지불, 상장
및 광고는 일반적으로 외환 사용을 제한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제외함.
- 신용 기관 및 외환 서비스 제공을 승인받은 기관과의 거래
- 국내 조직의 내부적 외환 전신 송금
- 거주자들의 대 베트남 해외투자 수행을 위한 외환 형태로 자본 기여
- 거주자들의 수출입 계약 위탁을 위한 외환 전신 송금
- 국내 및 해외 계약자들의 투자자들 또는 계약 총괄자의 비용 지불과 거래 지출 및
해외 송금을 위한 전신 송금 수령
- 보험 구매자들이 송신한 외환 형태의 전산 송금 수령
- 면세품 관련 비즈니스 및 국경, 세관 보세창고 관련 서비스 제공 비용 수령
- 세관 보세 창고와 국경의 세관 및 경찰서의 화폐, 입국/출국 비자 및 서비스 제공
요금 수령
- 재외공관 및 영사관의 출입국 비자 및 다른 종류의 요금 수령
- 외환으로 지급된 외국인의 급여, 보너스 및 용돈 수령
- 비거주자들 간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을 위한 자금 전산 송신
- 베트남 국영 은행장의 허가를 받은 기타 필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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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외환 사용
-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개인적으로 기부, 증여, 지정된 금융기관으로의 판매, 합법
적인 해외 서비스 목적의 송금 및 휴대 또는 이 법령에 의해 자격이 부여된 독립
체에 납부하기 위해 외환을 보유 및 휴대할 수 있음.
- 거주자 개인은 승인된 신용 기관의 예금계좌에 외환을 저축할 수 있으며 외환 저
축 계좌에 대한 법률에 따라 원금 인출 및 이자를 받을 수 있음.
- 베트남 시민이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외환 현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1일 1인
100 불 한도로 해외 체류 기간 10일 이내에 구매할 수 있으며 위의 외환 한도는
부모와 동일한 여권을 사용하는 어린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
- 개인이 입국 시 가져온 외환 현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저축
할 수 있음.
- 개인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국 시 소지하고 있는 외환 금액에 대해 국경 세관의
확인을 받은 출입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된 신용 기관은 고객의 거래에
대해 출입국 세관 신고서 원본에 외환 거래 계좌에 외환 금액을 확인하는 인감을
찍고 출입국 세관 신고서 복사본 1부를 보관함.
- 국경 세관의 출입국 신고 승인은 선고 후 60일 이내에 개인 잔고의 외환으로 지
급 시에만 유효함.

■ 비거주자의 베트남 화폐 사용 : 비거주 조직 및 개인은 승인된 신용기관에서 수입
및 지불 거래를 위해 베트남 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할 수 있음.
- 승인된 신용 기관에 대한 외환 판매 수익금 수금
- 베트남 내 합법적인 출처를 통해 얻은 수익 수금
- 베트남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현금 인출 및 현금 지불
- 이 법령에 따른 경상거래를 위한 자본거래 지출
- 법에 따른 상속 증여 및 기증을 위한 지출
- 해외송금을 위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의 외환 구매 지출
- 법에 의해 허가된 기타 목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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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율
■ 환율은 전일 은행 간 거래의 평균치로 설정됨. 이 평가조정 환율 제도는 베트남-미국
달러 환전 거래 간격이 좁은 환율 변동폭을 유지하도록 함.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좀더 시장환율 결정에 가깝도록 할 예정임.
■ 일간 현물 환율은 현재 국영은행이 전일 은행 간 시장의 평균치에 기초하여 발표
함. 2011년 2월 11일부터 다른 은행은 이 공식 환율의 ±1%의 범위 내에서 거래
하도록 명시함.
■ 외국인 투자기업의 계좌개설 : 해외자본 및 외국인 당사자들과 협업하는 기업들은
수입 및 지불 거래를 위해 직접 투자외환자본계좌를 승인된 신용기관에서 개설해
야 함.
- 통화 자본 기여 헌장 증서, 직접투자증서 및 중장기 외국자본 대출 증서
- 사업 협업 계약을 위한 해외자본 기업 또는 외국인 당사자 외환 계좌의 외환 증서
- 해외 소유 자본이 있는 기업의 외환계좌에서 외환으로 송금되는 지출
- 해외 중장기 대출원금, 이자 및 수수료 해외 지불
- 해외 투자자의 자본, 이익 및 기타 합법적 이익 해외 지불
- 해외 직접 투자 활동에 관련된 여타 이익 및 지불 거래
■ 외국인 투자기업(FIEs, Foreign Invested Enterprises)들은 베트남 내 허가된 은
행에서 사업거래를 위한 외환 및 베트남 화폐 당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8) 해외자금조달등록
■ 모든 외환 자본의 중장기 대출은 국영 은행에 등록 및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함.
■ 채무자는 외환 구매 시 금융기관들의 채무 상환 요구(ex. 상환 일자 이내에 상환해
야 함)를 지키기 위해 다른 요구 사항들에 순응해야 함.
■ 문서 수신 후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 국영 은행은 국영상업은행의 해외 조달 또는
국제 채권 프로젝트에 대해 승인 또는 거절의 공식 서한을 보내야 하며 거절된 경
우 국영은행은 명확한 사유가 언급된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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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보험

(1) 보험업 현황
■ 보험회사 66개(손보 29개, 생보 18개, 재보 2개, 보험대리점 16개)
■ 2013년 기준, Prudential(32.5%), Baoviet(27.2%), Manulife(11.3%) 등 3개
업체가 생명보험 시장의 71%를 점유
■ 2012년 기준, 화재보험시장에서는 Baoviet(23.7%), PVI(20.5%), Bao
Minh(10.0%), PJICO(8.7%), PTI(7.2%) 등 상위 5개사가 모두 현지 업체로 구성

(2) 공사 관련 보험
■ 화재보험
일반적인 화재 및 특별 위험에 대한 증권 발급 가능하며, 홍수, 스프링클러 누수 등
은 확장 담보 됨(최근 All Risk Type의 증권도 사용되고 있음).
증권은 다양한 보상 형태로 발행 가능하며 계약자 요구 시 해외로 직접 보상도 가능
■ 기업휴지보험
물적 손해배상 부문에 추가될 수 있음. 배상책임보험임.
대부분 약관이 오래되었으며 공해/석면/전문가 배상에 대한 면책조항을 포함하지 않음.
배상 책임한도가 낮으며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 낮은 보상 제공함.
■ 자동차보험
단순 약관이 사용되고 있으며 모든 보험사는 협정요율에 의거, 동일 차량에 대해
동일 요율 부과
시장가액 기준으로 운송 용구의 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Section 1과 제3자 배상 책
임에 해당하는 Section 2로 이루어짐.
■ 근재보험
단순 상해보험으로 작업 중 사망, 불구에 대해 보상함.
■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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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건설부는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인명과 장비 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
해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한 기업체에 대해 의무적으로 손해보험에 가
입하도록 함.
■ 보험료율
건축/시설물의 경우 전체 건축 비용의 0.17-0.25% 수준임.

(3) 고용주 책임보험
■ 2014년까지 베트남의 사회보험료는 사용자가 18%, 근로자가 8%였으나 2017년
6월부터 사용자 0.5% 인하됨. 회사 부담분은 병가 및 출산휴가 기금에 적립되며
나머지는 산업 재해 및 직업 관련 질병 기금, 퇴직 및 유족 기금에 적립됨.
■ 이외 근로자의 의무적 사회보험, 실험보험 및 의료보험 가입, 산업재해 또는 직업
병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등의 규정이 강화
사회, 의료, 실업 보험료
연도
2014

2017.6 ~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합계

사용자 18%

사용자 3%

사용자 1%

사용자 22%

근로자 8%

근로자 1.5%

근로자 1%

근로자 10.5%

사용자 17.5%

사용자 3%

사용자 1%

사용자 21.5%

근로자 8%

근로자 1.5%

근로자 1%

근로자 10.5%

■ 사회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
-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
- 질병, 임신, 출산, 퇴직, 사망, 산업재해, 직업병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 실업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
- 베트남에서 영업하는 모든 회사 및 기관의 근로자
- 근로자가 의무적 사회보험, 실업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와 체
결된 근로계약 과정에서 산업재해나 직업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복할 때까지 소용되는 비용 모두를 지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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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노동 및 고용

(1) 노동법 구조
■ 1994년 6월 노동법 정식 공포, 1995년부터 시행, 2002년 4월 56개 조항을 개정
2003 년 1월부터 시행, 2008년부터 노동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
■ 2012년 6월 18일 국회 통과,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

■ 2019년 11월 30일 신 노동법(Bộ Luật Lao Động 2019, 2021. 1. 1. 발효,
No. 45/2019/QH14)을 공표함.

■ 주요 개정 내용
근로 계약자에 대한 구분과 정의, 이에 따른 사용업체의 권리와 책임, 급여 송금 수
수료, 여성근로자 우대 정책, 근로계약, 파업 관련 사항으로 대대적인 개정하였음.

(2) 노동법 개정 개요
■ 근로 계약 관련 기존 노동법 적용 대상에 ‘고용관계가 없는 근로자’가 추가함.
■ 특정 작업을 진행하고, 보수를 받으며, 피사용자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노동법상 근로자로 포섭된다는 의미임. 즉, 법인장 등도 근로자에
포함(2019년 노동법 제2조 1항)
■ 근로계약 형식 : 기존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근로계약이 전자방식을 통해
서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음.
■ 구두계약은 기존 3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가능했으나 신노동법에서는 1개월 미만
임시직만 가능하도록 변경(2019년 노동법 제14조 1, 2항)
■ 근로계약 종류에는 36개월 이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
는 근로계약 2가지로 단순화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최단기간 제한 없음(기존 1년).
■ 1년 이하 계절적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 삭제(2019년 노동법 제20조 1항)
■ 수습근무(인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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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법 내 수습근무계약 조항에 수습 근무에 관한 합의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수정됨.
실무적으로는 사회보험 등의 처리를 위해 수습 계약만을 위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
성했으나, 개정 이후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2019년 노동
법 제24조)
■ 수습근무기간
기존 수습근무기간 조항에서 기업 관리직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 이에 따라 법적
대표자, 회사 사장 등 기업법상 관리자의 경우 수습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180일
로 연장(2019년 노동법 제25조)
■ 근로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 기간에 대한 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출산휴가 기간의 증가 : 4~6개월 → 6개월(출산 전에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구정 휴일 기간의 증가: 4일 → 5일
■ 혼인 3일, 자녀 결혼 1일, 가족 사망 3일, 가족 결혼 1일
■ 월간 초과근로시간 제한 : 월 30시간 <신설>
* 1일 4시간, 주 16시간, 연 200시간(1일 정규 근로시간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미성년자 근로시간 단축: (개정 전) 1일 7시간, 1주간 42시간
개정 후 : (15~18세) 1일 8시간, 주 40시간 / (15세 미만) 1일 4시간, 주 20시간
(초과, 야간근무 불가)
■ 단시간 근로자 규정 <신설>
정규 근로자와 유사한 임금, 권리 및 의무를 가짐.
■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국가임금위원회(자문기구) 설치 <신설>
■ 야간 초과근무 시 30% 추가 지급 <신설>
야간근무시간을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로 통일하고 노동법에 규정
■ 수습 기간의 임금 상승 : 85% 이상
■ 은행 계좌를 통한 임금 지급 허용 <신설>
■ 외국인 노동 허가 기간 축소: 최대 3년 →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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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파견제도 규정 <신설>
정부가 허용한 일정 작업에 사용자는 파견 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사용 가능, 근로자
파견 기간은 최대 12개월
■ 노사 간 대화(한국의 노사 협의와 유사) 실시 규정 <신설>
3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또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
■ 산업별 단체협약 체결 규정 <신설>, 기업 내 노사 조정 협의회 폐지
■ 비전임 노동조합의 임기 중 근로계약 만료 시 임기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갱신 의무
<신설>
■ 이익에 관한 집단적 노동쟁의에 대해서만 파업 허용
■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임시 사업장 폐쇄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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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법체계
구분

내

용

전문

노동법의 목적과 기본정신

제1장 총칙,
제1조~제12조

적용 범위, 강제 근로 및 폭행 금지 등 기본적 인권 보장, 근로 연령,
근로자의 권리·의무, 사용자의 권리·의무, 노사관계 기본 원칙,
국가의 노동정책 방향 등

제2장 고용,
제13조~제19조

국가 고용정책 및 고용 창출 의무, 직업선택권, 고용서비스 조직 설립,
집단해고 시 준수 사항, 근로자 착취 및 불법 모집 행위 금지 등

제3장 직업훈련,
제20조~제25조

직업훈련 선택 및 실시권, 견습 훈련, 훈련 관련 부당 이익 추구 금지 등

제4장 근로계약,
제26조~제43조

근로계약 체결 방법, 내용, 사용계약, 전보 원칙, 근로계약의 정지 ,
종료, 일방적 종료, 퇴직금, 체불임금 청산 등

제5장 단체협약,
제44조~제54조

단체협약의 효력, 체결 방법, 유효기간 등

제6장 임금,
제55조~제67조

임금의 결정 원칙, 임금 규모와 임금표 공표, 임금 지급 원칙,
초과 근로 수당, 휴업 시 임금, 보너스 지급, 가불 및 임금의 선 지급

제7장 근로시간, 휴식,
제68조~제81조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식, 휴일, 연차휴가,
사용의 유급휴가 등

제8장 취업규칙 및 손해배상,
제82조~제94조

노동규칙 작성 의무, 내용, 징계방법, 징계사유, 손해배상,
징계 처분 부당 시 조치 상항 등

제9장 노동안전, 위생,
제95조~제108조

사용자의 노동 안전대책 의무, 직업병 방지 대책, 노동재해 치료 및
보상 등

제10장 여성 근로에 관한
특별규정
제109조~제118조

남녀 고용 평등 원칙, 여성 적합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결혼·임신 등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여성 작업환경 개선, 출산 휴가,
여성 편의 시설, 임신 여성 근로자 보호 등

제11장 미성년자 등 기타
근로자에 관한 특별규정,
제119조~제139조

미성년 근로자, 고령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의 정의, 근로 조건 및 보호
조치 등, 고급 전문 기술자의 근로계약 및 우대조치, 베트남 근로자
모집방법,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허가, 해외취업, 가내 근로 등

제12장 사회보험,
제140조~제152조

적용 사업장, 사회보험 혜택, 사회보험 수혜 요건, 사회보험 납부 및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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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제13장 노동조합,
제153조~제156조

노동조합의 설립 의무, 노동조합 인정 및 부당 대우 금지,
노조 활동 지원 사항 등

제14장 노동쟁의해결,
제157조~제179조

노동 쟁의의 정의, 해결 원칙, 개별 및 집단노동쟁의 해결 절차,
파업권 및 행사 제한 등

제15장 노동에 대한
국가관리
제180조~제184조

노동력 수급 정책, 노사관계 정책 등 국가의 노동 관리 사항,
사용자의 노동력 사용, 변동, 중지 사항 등 신고의무, 고용, 임금,
사회보험 기록부 작성

제16장 국가의 근로감독/
노동법 위반제재
제185조~제195조

근로 감독의 실시, 근로감독관의 권한, 근로 감독 조직의 설치 등

제17장 부칙
제196조~제198조

경과 규정, 효력 발생 시기 등

(4) 노동조합(노동 유관단체)
■ 노동총연맹은 우리나라의 노총에 해당하는 전국 조직으로 이루어지며, 노동보훈사
회부 (Ministry of Labor-Invalids and social affairs)는 우리나라의 노동부에
해당함. 노동조합과 그 상부조직인 노동총연맹, 지역 노동조합 연맹의 영향력이 막
대함. 노동 연맹은 헌법적 조직으로서 국회에 법안 제출권이 있고, 의장은 당 중앙
위원으로서 정치적 위상이 매우 높으며 각료 회의에도 참석함.
■ 개별 노동 쟁의
기업 내 노동조정 협의회, 노동조정 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관서의 노사 조정
관에서 해결함.
■ 집단 노동 쟁의
기업 내 노동 조정협의회 또는 노동 조정협의회가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현 단위
지방 노동관서의 노사 조정관이 담당함.
성 단위 노동 중재 협의회와 인민법원도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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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보장제도(보험제도)
(i) 사회보험
- 질병, 임신, 출산, 퇴직, 사망, 산업재해, 직업병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
며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에 의
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근로자가 사회보험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사용자는 급
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 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일에 임금 외에 보험료에 상응하는 금
액을 함께 지급해야 함.
- 2018년 1월1일부터 노동허가서를 소지하고 무기한 또는 1년 이상의 베트남 근
로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사회보험 납부의무
시행 : 질병 및 출산급여 3%, 산업재해급여 0.5%
-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납부 의무 시행 : 연금 및 유족급여
- 사회보험료율 : 회사 17.5%(질병 및 출산급여 3%, 산업재해 급여 0.5%, 연금
및 유족 급여 14%), 근로자 8%(연금 및 유족급여 8%)

(ii) 실업보험
- 12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용자
는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으므로 매 근무 1년에 대해 월 급여의 1/2을 지급해야
함(2009년 실업보험 시행 이전 기간 및 10인 이하 사업장).
- 2009년 이후로 근로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한 사
용자 및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함.
- 이러한 실업보험 납부자에 한해서 퇴직금 대신 실업보험 기금이 지급됨.
- 실업보험료 납부는 베트남 국적을 가진 개인에게만 적용
- 실업보험료율 : 근로자 1%, 사용자 1%, 정부가 1% 예산을 지원함.

(iii) 의료보험(건강보험)
- 베트남에서 영업하는 모든 회사와 기관과 그 직원은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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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 체결한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된 베트남인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
- 건강보험료율 : 회사 3%, 근로자 1.5%

(iv) 질병 수당 제도
- 질병, 노동재해를 당하여 휴가 중인 근로자는 이 수당을 지급받게 됨.
- 장기 치료를 요하는 병을 당한 근로자는 1년 최대 180일간 질병 수당을 수령함.
- 질병을 가진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의 개호 휴가를 얻게 되고 사
회보험 수당을 지급받음. 임신중절, 정관수술 근로자는 휴가를 얻게 되고 사회
보험 수당을 지급받음.

(6) 근로조건
(i) 근로시간
(a) 근무시간
●

일반 : 일 단위 정상 근로 1일 8시간, 주 48시간 / 주간 단위 정상 근로 1일 10
시간, 주 48시간 / 정부는 주 40시간 근무를 장려함.

●

미성년자 : (15~18세) 1일 8시간, 주 40시간, (15세 미만) 1일 4시간, 주 20시
간(초과, 야간 근무 불가)

(b) 연장근무시간
●

법령, 집단 협약, 내부 근로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의 동의하에 초과근무시간이 일일 정규 근로시간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

●

1일 초과근무시간 한도 : 1일 정상근무시간(8시간)의 50%(4시간)까지 허용

●

초과근무 한도 : 1일 4시간, 주 16시간, 월 40시간, 1년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2021 .1. 1. 부터 적용).

●

노동법을 초과하여 초과근무를 실시한 경우 초과근무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은 법인세법상 비용 불인정

1부 건설 환경

| 157

●

근로자에게 법령이 정한 초과근무시간 기준보다 많은 초과근무를 시킨 고용
주에게 2,500만 VND에서 5,000만 VND까지 벌금,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영업정지 가능

●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에 초과근로시간 한도
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초과근무를 금지하고 있으며, 형식
상 법인세법상 비용 인정이 가능한 수당 항목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모든 근로
자들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에, 회사는 100% 안전할 수 없고 영업정지 위험까지 감수하여야 함.

●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초과근무 수당을 기타 수당 등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해도 현재 노동법 규정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임.

(c) 휴식시간
●

6시간 연속 근무자 : 최소 30분

●

야간 근무자 : 최소 45분

(d) 야간근무시간
●

기후에 따라 정부가 정한 22∼06시 또는 21∼05시이며 다음 야간 근무 시까
지 최소 12시간의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함.

(e) 퇴직연령
●

남자 62세, 여자 60세, 2021년 1월부터 시작해서 남자는 60세+3개월, 여자
는 55세+4개월로 정년이 늘어나며, 매년 남자 3개월, 여자 4개월 단위로 늘
어나며, 남자는 2028년까지 62세에 도달할 때까지, 여자는 2035년까지 60
세에 도달 할 때까지 늘어남.

(ii) 법정 공휴일 및 휴일 : 연간 11일
(a) 법정공휴일(유급휴가)
●

신정 : 1월 1일

●

구정 : 구정 전날 오후 및 이후 3일

●

해방기념일 :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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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절 : 5월 1일

●

독립기념일(국경절) : 9월 2일/ 3일(2일)

(b) 휴일
●

공산당 창당 기념일 : 2월 3일

●

호찌민 탄신일 : 5월 19일

(iii) 유급휴가
(a) 12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한 연가
●

12일간 : 정상적 근무환경의 근로자

●

14일간 : 과중하고 열악한 지역 근로자 또는 18세 이하 근로자

●

16일간 : 작업환경이 특별히 어렵거나 열악한 지역 근로자

●

연가 일수는 5년 근무년수마다 1일씩 추가(고용주 결정에 따라 연장 가능)

(b) 개인 용무 유급휴가
●

본인 결혼 시 3일

●

자녀 결혼 1일

●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시 3일

●

출산 시 4∼6개월

(iv) 적용 대상
■ 기존 노동법 적용 대상에 ‘고용관계가 없는 근로자’가 추가
■ 특정 작업을 진행하고, 보수를 받으며, 피사용자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노동법상 근로자로 포섭된다는 의미임.
(a) 근로 형식
●

기존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근로계약이 전자방식을 통해서도 가능
하도록 바뀌었음.

●

구두계약은 기존 3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가능했으나 신노동법에서는 1개월
미만 임시직만 가능하도록 변경(2019년 노동법 제14조 1,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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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근로계약 종류
●

근로계약 종류에는 36개월 이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
이 없는 근로계약 2가지로 단순화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최단기간 제한 없음(기존 1년).

●

1년 이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 삭제(2019년 노동법
제20조 1항)

(c) 수습근무(인턴 )계약
●

2019년 노동법 내 수습근무계약 조항에 수습근무에 관한 합의사항을 계약서
에 명시하도록 수정

●

실무적으로는 사회보험 등의 처리를 위해 수습계약만을 위해 별도의 계약
서를 작성했으나, 개정 이후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
(2019년 노동법 제 24조)

(d) 수습근무기간
●

기존 수습근무기간 조항에서 기업 관리직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 이에 따라
법적대표자, 회사 사장 등 기업법상 관리자의 경우 수습 기간이 기존 69일에서
180일로 연장됨.

(7) 임금 및 복리
(i) 임금 규정 일반
- 임금 지급은 노동 계약서에 근거하며 임금형태는 시간급(일급, 주급, 월급) 또는
성과급, 종합급(package salary)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 기업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함.
- 임금 체납 시 체납일이 15일 미만이면 보상할 필요가 없지만, 장기화될 경우 보
통예금이자 상당 분을 추가 지급해야 함.
- 수당, 상여금, 임금 인상 및 기타 장려금 지급은 근로계약, 단체협약, 내부 규정 등에 따름.
- 기업의 파산 또는 청산 시에도 임금, 퇴직금, 사회보험 및 기 체결된 단체협약과
근로 계약상의 권익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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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기업은 급여, 상여금 및 기타 수입을 포함한 근로자의 실수입을 재무 기관과
지방 노동 기관에 매월 보고해야 함.

(ii) 최저임금
- 베트남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 투자 기업은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약간의 수당
을 가산해 월급을 책정하고 있음.
- 최저임금은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임.
- 베트남 정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개정해왔는데, 지난해까지
는 매년 인상되어왔음. 그러나 금년에는 베트남 정부가 최저임금을 개정하지 않
고, 2020년 최저임금을 계속 적용하고 있음.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
대에 따른 영향으로 많은 기업의 실적이 악화된 것을 고려한 것임.
지역

2020(VND)

2021(VND)

2022(VND)

1지역

4,420,000

4,420,000

4,420,000

2지역

3,920,000

3,920,000

3,920,000

3지역

3,430,000

3,430,000

3,430,000

4지역

3,070,000

3,070,000

3,070,000

- 베트남노동총연맹은 2022년 1분기 전국임금위원회(National Wage Council)
회의에서 2022년 지역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 예정(2022. 03. 21.
현재)
- 임금 인상에 대해서 정부와 베트남노동총연맹(VGCL)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
지 만, 그 인상폭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VGCL 측은 2021년 경
제성장 예측을 바탕으로 4~6%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 관련 산하기관에서는
실적이 악화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연내 인상은 신중해야 하
며, 인상할 경우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3~4%가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음. 2020
년과 2021년은 동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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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여금 및 수당
(i) 상여금
- 매년 급여의 1개월분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국영기업은 급여의 6개월분을 초과
하지 못함.
- 민간기업 종업원의 상여금 총액은 이익의 10% 이상이어야 함.

(ii) 연장근무수당
- 평일 연장근무수당 : 통상임금의 150% 이상
- 주말 연장근무수당 : 통상임금의 200% 이상
- 공휴일 및 유급휴일 연장근무수당 : 통상 입금의 300% 이상
- 야간 연장근무수당 : 주간보다 30% 이상

(9) 고용 절차
(i) 현지 인력
현지 대중매체를 통한 구인광고 또는 각 지방의 인력 알선 기관을 통해 구인

(ii)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관계 시작
- 근로계약 관련 사항은 베트남 노동법 제4장(26조~43조)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
으며, 근로계약서 양식 또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에서 정한 표준근
로계약서 양식 사용

(iii) 베트남 근로자 고용 시 유의사항
- 지리적, 기후적 특성 및 역사적 배경에 의해 남부와 북부지역 간 갈등이 심함.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출신 지역을 조사하여 출신지역에 따라 근무 또는 숙소
배정 필요
-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센 편이어서 한 번 틀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이를 되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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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어려움.
- 사소한 것일지라도 물리적 행위는 삼가할 것.
- 면전에서 무시하는 듯한 말이나 행위 삼가할 것.
- 지적할 행위나 지시할 내용은 충분히 설명하고 문제점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
히 설득해야 함.
- 회사의 어려운 점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특히
근로조건 관련은 사전에 공지)해야 함.
- 사회주의 체제인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단결력이 강하여 단체행동을 할 소지
가 다분함.
-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로서 친노동 정책을 펴는 국가로서 노동자의 권익을 우선시함.
- 2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근로자 중 대표자 성격을 가진 근로자가 항시 존재함.
- 따라서, 대표 자격인 근로자와 문제 발생 또는 근로자 관리상의 어려움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타협 및 합의가 바람직함.
- 정이 많고 여린 편이어서, 정서에 호소하거나 부탁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
하지 못함.
- 폭력적이거나 과격한 언행에 대해 불쾌해하거나 두려워하여 이탈 혹은 근무를 안
하려는 경향이 있음.
- 베트남 근로자들은 직장에 대해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미약함.
- 베트남 현지에서도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음.
- 자존심을 상하는 언행은 삼가고 근로조건의 변경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 충분히
이해되도록 설명해야 함.
- 반면, 대체적으로 젊은 계층의 근로자들이어서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따름.

(iv) 외국 인력
(a) 외국인 고용 허가 절차
●

베트남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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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성ㆍ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상령34/2008/ND-CP(2008.5.25.공포)

●

노동보훈사회부령 08/2008/TT-BLDTBXH(2008.6.10일 공포)에 의거

(b) 베트남 내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정부령이 개정된 배경에는 고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에 있음. 이에 따라, 2009년부
터 불법 취업 외국인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향후 베트남
정부는 정기적인 사업장 점검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c) 사용자는 노동자 채용 30일 전에 최소 1개의 중앙 또는 지방신문, 라디오, TV
등에 채용공고를 해야 함. 채용공고 시 채용할 노동자 수, 근무 장소, 자격, 임금,
근로조건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d) 사용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모든 베트남 법령을 노동자
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는 이러한 법령을 숙지해야 함.
(e) 베트남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사용자는 이 서류를 받아 고용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함.
(f) 고용 허가가 나오면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는 서면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서를 고용 허가를 발행한 기관(관할 노동전상사회국)에 제출해야 함.
(g)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허가 자격
●

18세 이상

●

업무 수행에 적합한 건강 상태

●

고급 기술 및 고급 전문 자격

●

범죄 경력이 없을 것

●

적법하게 발행된 고용 허가 소유

●

고용 허가 신청 서류

(h) 외국인 노동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고용신청서(한국 경찰청에서 발행한 범죄 경력증명서, 해당 노동자가 베트남
에 거주한 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베트남 내 거주지 해당 사법국의 신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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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급받아야 함.
●

한국에서 발급한 건강증명서 또는 노동자가 베트남에 거주하는 경우 보건부
규정에 부합하는 건강증명서

●

직무 관련 고급 전문 기술 자격증 사본(학사, 석사, 박사 학위 등을 포함하여
고급 전문 기술 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일부 직종의 경우 해당 분야에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

●

칼라 증명사진(3cm×4cm) 3장

(i) 사용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

외국인 근로자 사용 허가(서식은 해당 성ㆍ시의 지방 노동전상사회국에서 구입
해야 함)

(j) 제출 서류에 관한 주의사항
●

노동자가 제출하는 상기 서류 중 한국에서 발행한 서류는 한국에서 공증을 한
후에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 확인 후 외교부 영사확인, 하노이/호찌민시 사무소
확인을 받아 관할 노동전상사회국에 제출함.

●

정부령 제4조 3항에서 상기 범죄 경력증명서, 건강증명서, 고급 전문 기술 자
격증 사본 등의 제출서류는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함.

3.6 출입국관리

(1) 입국사증
■ 2022년 3월 16일부터15일간 무비자 입국 재개
■ 귀국 또는 제3국 행 항공권 소지 필요

1부 건설 환경

| 165

■ 무비자 입국 후 15일 이상 체류 희망 시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자 발급 또는
체류 기간 연장 가능함.
■ 비자 연장 시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여행사를 통한 수속도
가능함.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Decree 152/2020/ND-CP)에 대해
신규정 및 노동 비자 발급 이슈
-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시작 예정일 최소 30일 이전 고용주는 직급별로 외국인 근
로자 수요를 결정하고, 베트남 근로자가 해당 직책에 보충할 수 없는 경우 지역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지역 인민위원회에 사전 보고 필요
- 시행령 152/2020/ND-CP 제7조, 8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허가
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근무 시작 10일 전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해당 지역의
노동보훈사회국에서 노동 허가서 면제 대상임을 확인 필요
- 시행령 152/2020/ND-CP 제9조 규정에 의거 최소 15일 전 노동보훈사회부 또
는 노동보훈사회국에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 필요
- 노동허가서 재발급은 시행령 152/2020/ND-CP 제12조, 13조 규정에 의거함.
노동허가서 분실, 파손 ; 개인 정보 변경(성 또는 이름, 국적, 여권번호, 근무지)의
경우 기한 만료 전 재발급 사유에 해당함
- 노동허가서 연장은 시행령 152/2020/ND-CP 제16조, 17조 규정에 의거 기한
만료 5일 이전에 발급 가능하나 45일을 넘지 아니함
- 개정 노동법에서 관리자/전문가/기술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 기준인 전문가
확인서(외국기업에서 자체 발급) 조항 삭제
- 개정 노동법상 노동허가서 1회 연장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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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 거주증(2022년 3월 15일 이후 변경사항 확인 필요)
■ 신청 자격 : 베트남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 베트남 사증의 종류
사증 타입

발급 대상

비자유효기간

NG1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 국가 주석, 국회의장,
총리 초청 대표단의 단원

12개월

NG2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국 상임위원, 국가 부주석, 국회부의장,
부총리,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법원 재판장,
최고인민검찰원 원장, 국가 감사원 초청 대표단의 단원

12개월

NG3

외국 정부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 소속인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정부 간 조직 대표사무소의 사원과 그 동반가족(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및 가사도우미(임기 기간 내)

12개월

NG4

외국 정부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 소속인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정부 간 조직 대표사무소의 사원

12개월

LV1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소속 부서 및 기관, 국회 소속기관,
국회상임위원회 소속기관,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최고인민법
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감사원, 부처 및 장관의 기관, 도청, 시청,
인민위원회, (도)시의 인민위원과 같은 정부 소속기관에 관련된 종사자

12개월

LV2

정치·사회 조직 기관, 베트남 상공회의소와 관련된 종사자

12개월

DT

베트남 투자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변호사(2020.7.1. 개정, DT 비자 세분화)

DN

베트남 내 회사와 관련된 종사자

12개월

NN1

베트남 내 국제기구, 외국 비영리법인 대표사무소의 소장 및
프로젝트 담당자

12개월

NN2

베트남 내 외국기업 대표사무소 소장 및 지점장, 기타 외국 경제·문화
전문기관 대표사무소 소장

12개월

NN3

베트남 내 국제기구, 외국 비영리법인, 외국기업 대표사무소와 지점,
기타 외국 경제·문화 전문기관의 대표사무소와 관련된 종사자

12개월

DH

실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12개월

HN

비영리적 회의 및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하는 사람

3개월

LD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

2년

DL

관광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

3개월

VR

친척 방문 또는 기타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6개월

5년 →
최대 10년

1부 건설 환경

| 167

■ 투자금액과 조건에 따라 비자 기관과 종류 변경(2020.07.01.부터 적용)
- 외국인이 취업업체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일하고 나중에 취업허가
(work permit)를 취득하고 입국 목적에 맞게 변경을 위한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일단 출국한 후 재입국할 필요가 없게 됨.
- 외국인이 베트남 비자 면제 조치를 이용하여 베트남에 재입국할 경우, 이전 출국
일 기준 재입국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폐지됨.
- 외국인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거주증도 투자의 목적에 따라 최대 10년으로 유효
기간이 연장됨.
-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의 투자자들에게 투자 자본의 금액에 근거하여 유효한 시
기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비자 발급이 제공됨. 투자 자본 규모를 기준으로 투자자
를 분류해 각기 다른 비자를 제공하여 전략적 투자자 유치 목적.
-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변호사에게 5년 내의 “DT”라는 공
통 비자 발급하는 현행 규정이 해외투자자를 분류, 전략적 투자자 및 주요 프로젝
트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최대 10년으로 연장.
- 외국인의 베트남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증진을 위해 비자 종류를 체류 목적에 따라
세분화(10종→20종)
- 투자자 체류 기간 연장(DT 비자 : 3년→5년→최대 10년(2020. 07. 01.부터 적용)
- 외국인 투자자의 새로운 비자 유형( 2020. 07. 01.부터 적용)
●

DT1 :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 기관의 대표자에게 부
여. 총 투자 자본은 435만 불 이상, 정부에 의해 우선적으로 결정된 인센티브와
지리적 영역의 분야와 사업에 투자, 비자 유효기간은 10년

●

DT2 :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 투자자와 해당기관의 대표자에게 부여.		
총 투자 자본은 217~435만 불 이하, 정부가 결정으로 권장하는 분야와 업종에
투자, 비자 유효기간은 5년

●

DT3 :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국제기구 대표자에게 부여.
총 자본금 13만 5천~217만 불 이하, 비자 유효기간은 3년

●

DT4 :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관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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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부여, 총 자본금 13만5천불 이하, 비자 유효기간은 12개월
- 투자기회를 찾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LV1, LV2, DN1, DN2 등
베트남내 목적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비자 발급(2020.07.01.부터 적용)
●

DN1 : 베트남 법에 따라 합법적인 지위를 가진 베트남 기업 및 단체와 함께 일
하게 되는 사람에게 부여

●

DN2 : 베트남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업적인 참석을 하고 베트남이 회원으로
체결된 국제조약에 따라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부여

●

공통 DN 비자는 베트남에 기반을 둔 기업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허용

- 자본 취득을 통해 베트남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활동에 참
가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자산을 구입하므로 직접 투자자
로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함.
- VR 비자 : 치료를 위해 베트남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비자, 친척 방문하거나 다
른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유효함.

(3) 최근 동향(2020년 3월 초 이전 내용이며 2022년 3월 15이후 변경사항 확인 필요)
■ 무비자 체류 기간 연장(기본 15일+ 연장 최대 15일)
■ 베트남으로 무비자 입국하여 여행 중 추가적으로 여행하고 싶은 경우
개정 전
무비자 제도를 통해 입국하여 15일 동안의
체류 기간 만료 시 연장 불가

개정 후
15일의 체류 기간 만료 시 최대 15일 연장 가능

■ 출국 후 30일 이내 재입국 비자 면제 불가 규정 삭제, 30일내 무비자 재입국 가능
(2020.07.1. 출입국법 개정 Law No.51/2019/QH14)
■ 관광비자 체류 기간 단축(최대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 2020.07.1. 출입국법 개정
Law No.51/2019/QH14)
■ 구비서류
- 여행사의 신원보증서 및 여행 일정표
- 체류 기간 만료 시점 이전에 출국하는 일정의 귀국 항공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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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리아 붕타우, 외국인 일시 체류 신고 온라인 시범 도입('16.7.26)
■ 공안부 안전 총국 산하의 출입국 관리국과 동남부 지방 바리아·붕따우 성 경찰
은 2016년 7월 19일 외국인의 일시 체류를 온라인으로 신고하기 위한 웹 사이트
<https://Baria-vungtau.xuatnhapcanh.gov.vn>을 동남부 지방 바리아 붕따
우 성에서 시범 도입함.
■ 동 사이트의 도입으로 동 성의 숙박 시설 운영 업체는 외국인의 일시 체류 신고 절차
에 있어 지역 경찰서에 가서 용지에 일일이 기입하는 기존의 방법 대신 이 웹 사이트
에서 계정을 등록한 뒤 화면에 표시되는 기입란에 정보를 입력하고 송신하면 됨.
■ 행정 절차의 간소화에 의한 관련 기관의 업무 효율화, 숙박 시설 운영 업자의 편리
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 외에 외국인의 일시 체류 정보를 온라인에서 관리함으로써
범죄 단속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됨. 향후 동 성에서 시범 도입을 거쳐 앞
으로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임.

(5)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입국 격리 면제 확정
■ ’22.3.16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격리없이 코로나19 음성증명서만 제출로
지침 변경. 음성증명서는 출발 72시간이내 RT-PCR 또는 RT-LAMP 검사 또는 24
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확인서, 신속항원검사는 해당국의 당국 인증 필요함.
■ 승객들은 입국전에 의료신고서를 작성하고 체류기간동안 코로나19 앱(PCCOVID)을 설치, 입국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 규정된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함. 입국후 10일 동안은 스스로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당국에 신고
■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 정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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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세금

(1) 법인세법
■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해외 건설사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베트남 내외에서 벌어들인 과세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
■ 베트남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진 해외 건설사는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부
■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건설사는 베트남 내에서 벌어들인 과세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
■ 법인세율 20%(투자허가별 세제혜택이 있을 수 있음)

(2) 건설사 면허세
■ 정관 자본이 100억 VND 초과 또는 투자자본이 100억VND 초과 : 3백만VND
■ 정관 자본이 100억 VND 이하 또는 투자자본이 100억VND 이하 : 2백만VND
■ 지점, 대표사무소, 사업장, 공공서비스 제공 업체, 기타 비즈니스 조직 : 1백만VND
■ 면허세는 투자등록증명서, 기업등록증명서 또는 협동조합 정관 상의 정관 자본 기준
단, 정관 자본이 없는 경우 투자등록증 또는 투자정책승인(IPA)에 결의된 투자자본

(3) 부가가치세 환급
■ 부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서면 요청
■ 세금 환급 요청과 관련 문서
■ 세금 환급 신청서식 01/DNHT(Circular 156/2013)
■ 세금 환급 신청 관련 서류
- 모든 월별 부가가치세 환급 사본
- 200만VND 초과 건에 대한 은행지급증빙
- 기타 관련 문서, 수정 및 보완

1부 건설 환경

| 171

(4)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 및 절차
■ 부가가치세 공제법에 부가가치세 신고
■ 기업등록증명서(ERC), 투자허가서(IRC) 또는 설립 결정문 보유
■ 인감 보유
■ 적격 회계장부 및 회계 증빙 보유
■ 세금 코드, 은행 계좌 보유

(5)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건설 및 설치의 과세소득
■ 건설 및 설치에 대한 과세소득 : 완성된 건축물 또는 작업물의 부가가치세 제외된
가격(부가가치세율 10%)
■ 건설자재가 포함된 경우 과세가격 : 건설자재가 포함된 부가가치세 제외된 가격
■ 공사대가에 건설자재, 기계 또는 장비를 제외한 경우 : 건설자재, 기계 또는 장비가
포함되지 않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건설 가격
■ 완료 및 양도된 작업물의 과세소득 :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가격
■ 매입 부가가치세는 판매된 상품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또는 환급

(6) ODA(공적개발원조) 자본으로 자금조달하는 프로젝트 세금
■ 무상원조 ODA 프로젝트를 위해 수입을 진행하는 원도급 및 하도급 건설업체는 수
출입 관세법, 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현행 관련 지침에 따라 수입관세,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이때 해당 사업이 면세사업이라면 납부한 부가가치
세는 공 제/환급 안됨.
■ 해외 원도급 및 하도급 건설업체가 무상원조 ODA 프로젝트의 공사를 위해 재수출
목적으로 임시 수입을 통해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기계, 장비 및 운송 수단에 대해
서는 수입관세 면제, 소비세 면제, 재수출 시 수출관세 면제

(7) 면세 수출 및 수입 목록 등록
■ 납세자는 다음의 경우들을 포함하여 Decree No. 149/2005/ND-CP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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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Decision No. 33/2009/QD-TTg 제13조에 명시된 경우들에 대해 면세 수
출입품의 수출 또는 수입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면세 수출입 목록(본 Circular의
Appendix VI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을 등록해야 함 :
- Decree No. 108/2006/ND-CP의 Appendix I 또는 Appendix II에 명시된
투자 우대 대상 프로젝트의 고정자산 생산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ODA 투자 프
로젝트를 위해 수입된 재화
- BOT, BTO 또는 BT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BOT 기업 또는 하도급 업체가 수입
한 재화
- 호텔, 사무실, 임대 아파트, 주택, 무역 센터, 기술 서비스, 슈퍼마켓, 골프코스,
관광리조트, 스포츠 시설, 엔터테인먼트 센터, 의료시설, 교육, 문화, 금융, 은
행, 보험, 감사 및 컨설팅 서비스 분야의 ODA 지원 투자 프로젝트 또는 Decree
No.149/2005/ND-CP의 Appendix III의 지정 목록에 포함된 재화로 투자 우
대 대상 프로젝트의 고정 자산 생산을 위해 처음으로 수입된 재화
- Decree No. 108/2006/ND-CP의 Appendix I List A에 기재된 투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분야 또는 Appendix II에 기재된 특히 낙후된 사회경제적 조
건에 처한 지역, 또는 기계, 전기, 전자부품 및 예비부품의 제조 생산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자재, 공급물 및 부품은 생산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수입관세가 면제됨
- Decree No. 108/2006/ND-CP의 Appendix I List B에 기재된 투자 우대 대
상 분야의 프로젝트를 위한 생산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되는 국내 조달 불가 자
재, 소모품 및 반완제품
- Decree No. 108/2006/ND-CP의 Appendix I List A에 기재된 투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분야 또는 Appendix II에 기재된 특히 낙후된 사회경제적 조
건에 처한 지역의 프로젝트를 위한 생산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된 국내 조달 불
가 반완제품은 생산 개시일로부터 5년간 수입관세가 면제됨.
- Decision No. 33/2009/QD-TTg에 명시된 국경 게이트 경제지구의 투자프로
젝트를 위한 생산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입된 국내 조달 불가 자재, 소모품 및 반
완제품은 면세수입목록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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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과실송금 절차

(1) 개 요
■ 베트남 중앙은행(SBV)과 재무부(MOF)가 외국인 투자자의 과실송금 관련 베트남
의 주 관계당국임.
- SBV(베트남 중앙은행) : 베트남 내 은행 및 외환 규제를 담당
- MOF(재무부) : 과세율을 조정하고 이익이 송금될 수 있도록 충족해야 하는 관련
조건을 규제함.
■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에 개설된 외국인 투자자의 외화 은행 계좌를 통해 이익 송금
이 수행되어야 하고 송금 금액은 베트남의 환율을 통해 전환됨. 베트남의 환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 공식 환율 : SBV가 설정함. 이 환율은 베트남 정부가 구입 및 판매하는 환율임.
- 은행 환율 : 각 은행이 설정한 이 환율은 공식 환율에서 1% 이내여야 함.
- 국제 변동 환율 : 국제 변동 환율은 SBV의 공식 환율 및 베트남의 은행 환율과 다
를 수 있음. 격차가 크면 외국인 투자자는 과실송금이 더 유리하도록 차액이 낮아
질 때까지 과실송금을 연기할 수 있음.

(2) FDI 외환관리 지침
■ 근거 : (SBV, 베트남 중앙은행) Circular 06/2019/TT-NHNN
■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의 모든 외화 거래에 대해 외화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함.
이 계정은 직접 투자자본 계정(DICA)이라고 하며, 해당하는 거래는 다음과 같음.
- 정관 자본 수령
- CAPEX(초기 자본지출) 수령
- 베트남 이외의 당사자로부터 금융 대출 수령, 베트남 이외의 당사자에게 대출
상환 금전 지급
- 베트남 내 사업활동에서 파생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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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된 은행들만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외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외국인 투자자의 각 외화 계좌는 단일 통화로 제한됨.
■ 외국인 투자자는 양도 처리 최소 7일 전에 직접 관할 세무서에 과실송금 사실을
알려야 함.

(3) FDI 사업의 과실 송금에 대한 지침
■ (재무부) Circular 186/2010/ TT-BTC
■ 외국인 투자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의 시간 흐름에 따라 과실송금을 수행할 수 있음.
- 법인세 확정 신고 시 베트남 회계기준(Vietnam Accounting Standards)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연간 감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양식 No. 04-CS/SXK :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 보고서
양식 No. 04-CD/GVGL : 납입 자본 기여에 대한 보고서
양식 No. 03/TNDN : 법인세 확정 신고서
양식 No. 05/KK-TNCN : 개인소득세 확정 신고서
양식 No. 05A/KK-TNCN : 거주자 소득 및 공제 목록
양식 NO. 05B/KK-TNCN : 비거주자 및 임시 직원의 소득 및 공제 목록
- FDI 사업 이후 감사보고서 및 법인세 확정 신고 제출
■ 외국인 투자자는 과실송금 전에 모든 세금 의무를 완료해야 함.
- 법인세 : 건설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표준 법인세율은 20%임.
- 부가가치세 : 표준세율은 10%임.
- SCT(특별 소비세) : 생산/수입 상품 및 서비스에 따라 요율은 10%에서 75%까지
다양할 수 있음.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는 관련 정부기관에 문의하여 SCT가 발생
할지 여부와 SCT 의 요율을 확인해야 함.
- 의무 보험 : 베트남에서 고용주는 직원의 월 임금의 21.5 %를 사회 보험, 건강 보
험, 실업 보험) 제도에 기여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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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 행정법 2019에 관한 지침
해외에서 개인에게 송금되는 배당금은 조세 조약에 따라 감면되지 않는 한 5%의 원
천징수세 대상이 됨.
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배당 0%, 조세조약 10% 한도)

☞ 배당금으로 이익을 송금하는 것 외에도 외국인 투자자는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베트남 비
거주자에게 다음의 형태로 지급을 할 수 있음 .
- 이   자 : 조세 조약에 따라 감면되지 않는 한 원천징수세 5% 적용(조세조약 10% 한도)
- 로열티 : 조세 조약에 따라 감면되지 않는 한 원천징수세 10% 적용(조세조약 5% 또는 10% 한도)
(i) 특허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 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
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에 대하여는 사용료 총액의 5%
(ii)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
- 기술 서비스 수수료 : 법인세 5% 및 부가가치세 5% 적용, 법인세는 조세 조약에 따라 면제될 수
있음(조세조약 기술용역대가의 경우 대가 총액의 7.5% 한도).

(5)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과실송금 과정
■ 베트남 내 모든 FDI 활동은 외화 계좌 개설
■ 베트남 내 납세의무 정산, 연례 감사를 통한 서류 제출
■ 송금 방법 결정, 베트남 환율을 기준으로 이익을 송금할지 여부 결정
■ 관할세무서에 7영업일 이전에 통보
■ 과실송금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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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배당 송금
A사는 베트남에서 부동산 사업에 대한 건설 및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해 베트남에 건설사 B사
(1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한 한국 기업임. B사는 수익성이 좋으며 해외에 과실송금을 하고 싶
어 함. 법인세를 납부하고 기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한 후, B사는 PAT(Profit After Tax) 금액
(세금 후 이익)을 유보함. B사는 이 금액을 국내 A사에 송금하고 싶어 함.
A사가 B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당 가능액은 B사의 PAT임. 현재 이중과세 면제 규정에 따라
베트남은 다른 법인에 자본을 납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원천세를 부과하지 않음. 따
라서 A사는 이 배당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

3.9 진출 전망
(1) 배경
■ 베트남 정부는 도이머이(개방정책)실시 이후 교통, 에너지, 지역개발 등 사회간접
자본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유치활동을 벌여 왔음.
■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 및 ODA 자금 투입이 계속 증가세였으나 외채 비율 증
가로 ODA 투자 보류
■ 하노이, 호찌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업무용 빌딩, 주거용 아파트 및 건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
■ ’07년 1월 WTO 가입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대외교역 확대 및 관련 법령의 지속적
정비가 예상되며 이는 베트남 내 인프라 수요를 더욱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임.
■ 주거용 아파트 건설 촉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 시행(Decree No.71 on Investment
Preferences for the Construction of Dwelling House for sale and lease),
신토지법, 투자법 개정으로 외국인 진출 장벽 완화
■ 우리 업체, 외국자본(화교, 일본, 유럽)과의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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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새로운 민관협력사업법(Law on Private-Public Partnership
Investment, 이하 “PPP법”)의 법안이 지난 2020. 6. 18. 베트남 국회를 통과되었
고, 2021.1.1.부터 발효

(2) 베트남 진출 상 장점
■ 풍부한 천연자원 및 젊은 인적자원 활용 가능
■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 등 건설 수요 많음.
■ 미국과의 국교 수립 재개 등 외교관계 개선, 정치 위험 감소
■ 성장잠재력이 가장 크므로 장기 전망 밝음.
■ 높은 경제성장율 지속
■ 인구 규모,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높은 시장성
■ 문화적 유사성
■ 중국과 인접, 전략적 위치
■ 개방정책, 낮은 정치적 리스크
■ 민간부문 투자유치에 노력

(3) 베트남 진출 상 단점
■ 빈약한 재정상태
■ 진출 관련 법제도 세부 가이드라인 미정비, 통일성/일관성 부족, 혼란/불공정성 야기
■ 불합리한 행정절차 및 사업 지연(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업무 갈등)
■ 투자허가 절차 법정기한보다 법인설립 및 라이선스 발급에 장기간 지연
■ 외국인 차별(주택, 사무실 임대료, 항공료 등)
■ 투자를 둘러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 현지인들의 시장경제 이해 부족
■ BOT 사업 등 투자진출 시 현지 수요 부족에 따른 투자회수 불능 위험
■ 국내 보수-개방 간 정치적 갈등 상존
■ 국제입찰공사 경험 부족과 발주처 측의 계약 내용 일방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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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 불가능, 토지사용료/ 토지 임대료 지급, 토지사용/임대 기간 제한
■ 높은 대출금리로 현지금융 활용 애로
■ 높은 인플레이션율
■ 노사문제, 고령화, 사회기반시설 취약
■ 제조 년한 10년 이상 된 중고 기계 수입규제 완화 필요
■ 외국인 근로 대상 비자 발급 완화 필요
■ 무비자 입국 외국인 베트남 출국 30일 이내 무비자 입국 금지
■ 외국인 근로자 및 해당 가족 베트남 비자 발급 조건 완화 필요
■ 공항 도착 긴급용 비자 발급 필요
■ 베트남 내 장기 체류 근로자를 위한 장기 비자 발급 허용 필요
■ 지역별 최저임금 높은 인상률(5-5.8%), 초과근무 수당 지급 허용 필요

3.10 진출 유망 분야
(1) 단기 유망 분야
■ 전력부문 투자개발
■ 임대용 부동산 개발(호텔 포함)
■ 수입 대체용 산업플랜트
■ 국제 차관 인프라 공사

(2) 중장기 유망 분야
■ 제반 수송 인프라
■ 제반 에너지 인프라(발전 및 석유자원 개발)
■ 제반 부동산 및 산업공단 개발
■ 용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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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차원의 개발 선점 또는 동참 전략 수립
■ 국가 차원의 전략적 배려 및 지원
- GMS(Great Mekong Sub-Region) plan 참여 촉진 차원에서 국가 경협(EDCF,
EXIM) 효과적 활용 검토
- 유망 프로젝트 선별하여 FS 무상 지원 또는 pilot project 선정, 시행 검토
- 공적 협력 사업 확대 및 운영 중인 메콩강 민관합동 위원회 기능 강화 등
■ 제3국 및 현지 제휴
- 진출 위험을 분산시키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 회수를 위해 제3국 및 현지와의 전
략적 제휴를 고려할 필요 있음.
- 제3국의 경우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화교권을 비롯하여 유럽 각
국을 포함한 선진권, 그리고 향후 주요 협력 파트너가 될 아세안과의 제휴를 들
수 있을 것임.
- 제3국 및 현지와의 유망 제휴 분야
화교권 : 부동산 개발, 인프라 개발
선진권 : 전력 등 제반 인프라 개발
아세안 : GMS(Great Mekong Sub-Region) 프로젝트 공동 추진
현지 유력 국영기업·민간 제휴

(4) 기 타
■ 정부의 경제외교 강화 차원, 현지 공관은 현지 유력 제휴선 발굴, 우리 기업의 유대
강화 지원
■ 시장경제 도입 초기에 발생하는 현지의 제도, 행정, 관행상 애로사항의 사전 예방
또는 최소화를 위해 외교 지원
■ 현지 재원 부족과 국가위험도를 동시에 감안, 다양한 금융 동원 능력을 향상.
■ 현지의 취약한 counter guarantee 제공 능력에 대처할 수 있는 Project Financing
기법 준비
■ 기진출 업체와 후발업체 간 진출 정보 공유, 지사 및 공사 관계자 등 현지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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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협의회 운영 등 정보교류 시스템 개발 검토

3.11 진출 전략
(1) 유망 분야 발굴
■ 기업별 적정한 유망 분야 발굴 및 단계별 접근
■ 현지 여건의 정밀조사와 더불어 기업 자체의 진출 여건과 방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유망 분야를 발굴하고 단계별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자세 필요

(2) 기획제안형 사업 창출
■ 시장경제 원리에 익숙하지 못한 현지 여건을 감안, 현지 정부의 개발계획·시행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업 스스로 당사국 시급 과제를 발굴, 해결해 주면서 반대급부를
창출하는 공격적 자세 고려

(3) 장·단기 전략 수립
■ 전략 수립 시 고려 사항
- 자원 부존 상태 및 개발 가능성
- 경제 상황 및 정책 우선순위
- 금융, 외환 확보 가능성
- 당해 프로젝트의 파생 효과
- 사업 실패 시 타격 정도
-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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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진출 시 유의사항

(1) 일반적인 애로사항
■ 재원 부족에 따른 문제
높은 개발 의지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족으로 대부분을 외자에 의존, 국제 차관공사
를 제외하면 투자 동반 없이는 진출 곤란함.
■ 각종 법 제도의 미비 및 잦은 개정
- 베트남은 외국인 진출과 관련한 각종 법 제도가 아직 미비된 상태
-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추진 중이라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함.
- 법령의 소급효를 적용하기 때문에 계약상의 분쟁 발생 소지가 많음(세금에 유의).
- 인정과세, 개발업자의 투자 후 입찰, 일방적인 계약 해석
- 주재원 사무소에 대한 income tax 부과
- 건축 허가 취득의 장기화
- 장기 BOT의 경우 이러한 관행에서 리스크 대비책이 각별히 요구됨.
■ 당 조직과 행정조직의 이원적 구조
- 당 조직과 행정조직이 이원적으로 운영
- 실제로 보수적인 당 조직의 입김이 행정에 강하게 작용, 상부 행정부서의 지침사
항들이 지방 인민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맞물려 진출 회사들의 커미션 부담 가중시킴.
- 행정 처리의 무일관성과 각종 인허가 취득의 지연 원인으로 작용
■ 외국인 차별
- 주택, 사무실 임대료, 차량, 항공료 등에서 외국인에 대해 두 배에 가까운 요금 차별
- 분쟁 발생 시에도 무조건 외국인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음.
- 세수 확대를 외국기업에서 꾀하려는 경향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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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 수행과 관련한 애로사항
■ 인프라 시설 낙후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시설이 낙후되어 비효율을 초래함.
■ 잦은 도난사고
- 건축공사현장의 경우 부품 도난이 심하여 장비 가동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음.
- 더구나 도난 행위자를 경찰에 넘겨도 현지인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즉시 훈방되
기 때문에 신고자에게 심리적 위협이 됨.
■ 현지 파트너 계약의 Risk 존재
- 베트남에서의 합작 사업인 경우 현지 파트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계약 내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됨.
- 즉, 합작계약을 체결한 후 파트너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파트너 실체의 변경 등
각종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함.
■ 자국 업체 우대조치
- 베트남은 오래전부터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외국 업체로 하여금 국제입찰 시 국
내 업체를 포함하도록 권유
- 최근에는 해외 자금원과 Loan Agreement 체결 시 원천적으로 자금 공여
국과 자국 기업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제3국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형태의
Bilateral Agreement 또는 Tied Agreement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예) Can Tho Bridge(JBIC) : Tied Loan, Dai Ninh Hydro Power(JBIC) :
Bilateral Agreement
■ 자금 공여국가의 건설 업체에 유리한 조건 제시
- 베트남의 주요 프로젝트는 ODA(JICA, WB 및 ADB) 재원에 의해 건설
- WB 및 ADB는 의료 및 빈곤 해소 사업에 중점을 둠.
-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는 일본 자금인 JBIC 자금이 주로 지원
- JICA는 우리 업체에게 불리한 조건을 해당 공사 차관 제공 조건에 부여, 베트남
당국이 이행토록 강제함으로써 우리 업체의 수주 참여가 제한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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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준비에 많은 시간 소요
- 발주처 측은 입찰 준비 및 결과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등) 측에 보고하고 이의 승인을 받는 행정적인 절
차로 인하여 입찰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실시된 주요 석유화학 프로젝트의 입찰 전례를 보면, 자체
준비 및 입찰 조건 승인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비되어 전체 프로젝트 추진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상당히 짧은 입찰 준비 및 공사기간
을 제시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석유화학의 경우, 경험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입찰 시 입찰자에게 필요
한 사양을 적절히 통보해 주지 않으므로 이를 follow-up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
움 발생함.

(3) 투자 및 노무관리 유의사항
■ 관리직 파견 근무 시작 전에 근무할 회사의 법적 상황 및 현 운영상태 파악
투자등록증명서(IRC), 기업등록증명서(ERC), 정관, 재무제표, 내규 등 확인
■ 투자등록증명서 : 투자자, 투자 프로젝트 내용 포함(투자법 제60조)
■ 투자자 : 개인 또는 법인 여부, 법인 투자자의 법적 대표자
■ 투자 프로젝트 : 투자 프로젝트명, 목적, 규모, 위치, 사용 토지 및 수면 면적, 투자
자본금, 투자 실행일정, 투자 인센티브, 투자자 규정 등
■ 기업등록증명서 및 정관 : 회사 설립에 관한 사항(투자법 제29조)
■ 회사 유형 : 유한책임회사(1인 또는 2인 이상), 주식회사
■ 회사 일반 정보 : 회사명, 본사 주소 및 연락처, 정관 자본금, 회사 소유주(개인, 법인)
회사 법적 대표자, 사업부문, 세금 코드/기업 등록번호
■ 지점/지사, 대표사무소 : 투자법 제46조, 지점/지사, 대표사무소 등록 증명서
■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 이사회, 이사장, 법적 대표자 필요, 11인 이상일 경우 감
사 위원회 필요
■ 1인 유한책임회사 : 개인 또는 법인 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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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주인 경우 사장과 법적 대표자가 필요
법인 소유주인 경우 법적 대표자, 감사 책임자 외에 별도의 사장 임명 선택 가능
■ 변경사항 등록 : 투자등록증명서, 기업등록증명서, 정관 등 내용 변경 시
■ 투자등록증명서 수정 : 프로젝트 위치, 투자자 정보, 프로젝트명, 규모, 사용 토지
및 수면 면적, 기간, 이행 일정, 목적, 출자 자본금 변동시
■ 기업등록증명서 수정 : 법인명, 베트남 법인 본사 주소 , 법적 대표자, 정관 자본금
내용 변동 시
■ 회사 재정적 상황 파악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경영성과보고서, 현금흐름표, 재무
제표 주기사항 등) 이해 필요
■ 재무제표 :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기타 수입, 생산, 사업비용, 기타 비용,
손익 및 사업 결과,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 제공
■ 회사 내규 : 노동법 제73조, 제119조, 회사 내부 근무 규정 및 노사단체 협약(근무
시간, 휴식시간, 직업안전 및 위생, 고용주의 자산 보호, 징계, 업무 완료평가 기준 등)
■ 보험 관리 : 2014년 사회보험법, 건강보험법, 2013년 고용법에 의거 고용주 측에
서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의 건강보험, 사회보험, 실업보험 보험료 납부해야 함.
■ 세금 관리 : 라이선스 비용, 기업 소득세, 부가가치세, 수입 수출세, 자원세, 특수 소비세
■ 소유주, 투자자 변경의 경우, 외국인이 자본 출자, 주식 또는 출자 자본 매입을 통
해 회사의 정관 자본금 50% 초과(기존 51% 이상) 보유하게 될 시 다음 절차 수행
해야 함.
-

회사 소유주 또는 자본 출자자인 경우 베트남 노동법 179조에 따라 취업허가증
이 면제되나 베트남 노동보훈사회국에서 취업허가증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베
트남 이민국(공공안전부)에서 임시 거주증을 등록해야 함.

- 출자 자본 매입 등록은 기획투자부에서 이루어지며, 소유주 변경, 법적 대표자 변
경, 투자등록증명서 변경, 기업등록증명서 변경의 절차 수행
- 회사의 유형 변경시, 회사 인감 변경 필요
- 법적 대표자 변경 시, 노동보훈사회국에서 취업허가증을 등록하고 이민공안국
(공공 안전부)에서 임시 거주증을 등록하며, 법적 대표자 및 기업등록증명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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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외국인 직원 또는 인턴을 고용할 계획인 경우, 고용 전 회사의 노동에 대한 필요를
서면상 소명서로 노동사회보훈국에 제출.
■ 서면 승인 서류를 수령해야 외국인 직원 임명 및 취업허가증 발급 신청 가능
■ 베트남 법인 관리 리스크 : 복잡한 투자허가, 자본 투자 일정에 관한 사전 준비, 부
지 변경에 대한 제약사항, 인사노무, 세무, 관세, 계약관리
(자료 : 법무법인 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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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투자법

1.1 투자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특정 기간 특정지역에서의 사업 투자활동 수행을 위한 중장기 자본의 지출에 대한 일
련의 제안(투자법 제3조 및 제4조)으로, 투자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투자자의 정보
(2) 투자 목적
(3) 투자 규모
(4) 투자 자본 및 재원조달 방법
(5) 프로젝트의 위치, 기간, 투자 일정
(6) 노동력 수요
(7)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제안 및 프로젝트의 영향과 사회적 효율에 대한 평가

1.2 투자자의 유형
(1) 해외 투자자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설립된 외국 단체

(2) 외국인 투자기업(FIE, Foreign Invested Enterprise)
최소한 한 사람의 해외 투자자를 구성원 또는 주주로 두고 베트남법 하에 설립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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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주 해외 투자자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i) 정관 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해외 투자자(들) 또는 과반 이상의 파트너가 외국
인인 파트너십이 보유
(ii) 정관 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위(i)에서 규정한 간주 해외 투자자(들)이 보유
(iii) 정관 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해외 투자자(들)과 위(i)에서 규정한 간주 해외
투자자(들)이 보유

1.3 투자 정책 승인(IPA, Investment Policy Approval)
투자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특정 투자 프로젝트 규모, 부문, 위치, 토지 사용 등에
대해서 관할 당국으로부터 IPA를 받아야 함. 단, 투자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프로젝
트에 대해서는 IPA가 필요하지 않음.

(1) 투자 프로젝트의 분류
그룹 1 : 국회의 IPA가 필요한 프로젝트
그룹 2 : 총리의 IPA가 필요한 프로젝트
그룹 3 : 성급 인민 위원회의 IPA가 필요한 프로젝트
그룹 4 : 어떤 IPA도 필요하지 않은 프로젝트

일반적으로 토지사용권대를 받는 프로젝트 또는 토지 사용목적의 변경을 요청하는 프
로젝트, 주거용 주택 또 경매, 입찰 또는 양수도를 거치지 않고 국가로부터 직접적으
로 토지 할당이나 임는 도시지역개발 프로젝트 또는 산업단지나 수출지역 인프라에서
의 건설 및 거래에 관한 프로젝트에는 IPA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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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A 심사 사항들
(i) 투자자의 법적 지위
(ii) 투자자 또는 투자자 선정 방법, 투자 목적, 투자 규모, 투자 자본 및 계획, 재원 조
달, 투자 프로젝트의 위치, 기간, 일정, 프로젝트 예상 위치에서의 현재 토지 사용,
토지 사용에 관한 제안, 노동 수요, 인센티브에 대한 제안, 프로젝트의 영향 및 사
회-경제적 효율, 예비 환경평가를 포함한 프로젝트의 제안서
(iii) 투자자의 재무제표, 모기업의 재무지원 제공 약속, 금융기관의 재무지원 제공 약
속, 보증을 포함한 투자자의 재무역량
(iv) (해당하는 경우) 토지사용권에 관한 문서
(v) 기술에 관한 감정과 의견 수집이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에 사용될 기술에 관한 설명
(vi) (적용되는 경우) 경영협력계약(BCC,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예를
들면 합작 투자 형태

(3) IPA의 신청
■ IPA는 투자자 또는 관할 당국에 의해 요청될 수 있음.
■ 대부분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IPA가 발급됨.
■ 예외적으로 투자자의 요청 없이도, 즉 투자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당국이 투자 프로젝트의 IPA 발급을 IPA 발급기관에 제안.
■ IPA가 발급되면 그에 따라 별도 입찰 절차를 통해 투자자가 선정됨.

(4) 투자자 승인을 위한 충족요건
투자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IPA를 신청하면 관할 당국은 투자자 승
인(“IA”)을 심사하여 발급함.
(i) 투자자가 토지사용권(LUR, Land Use Right)을 보유할 것
(ii) 투자자가 비농업 생산 또는 사업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납입자본금으
로서 농업용 토지사용권(LUR)을 받거나 농업용 토지사용권(LUR)을 임차하였고,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가 환수 대상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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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투자자가 산업단지나 하이테크 지역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
(iv) 법 규정에 의거해 경매나 입찰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 경우에 해당할 것

1.4 투자자 승인 또는 투자자 선정 절차
투자 정책 승인(IPA)을 취득한 후 투자자는 투자자 승인(IA)을 신청해야 함.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투자자 선정 절차 중 하나를 이행함.
(i) 토지법에 따른 토지사용권(LUR) 경매 프로세스
(ii) 입찰법에 따른 입찰 프로세스
(iii) 투자법에 따른 투자자 승인(IA) 신청

1.5 투자등록증서								
(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해외 투자자 또는 간주 해외 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는 관할 당국에 등록되고 IRC를
발급받아야 함.
기타 투자자들(특히 국내 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와 자본금 출자, 주식 및 지분 매입
형태의 모든 투자의 경우 IRC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은
투자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해 IRC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임.
IRC에는 투자자(들), 승인된 프로젝트 목적, 승인된 프로젝트 기간, 프로젝트의 투자
자본(투자자들의 납입 자본 및 기타 동원된 자본), 프로젝트의 재원조달 및 운영 일정
과 같은 세부내용이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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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투자 인센티브
특정 투자 프로젝트에 부여되는데, 이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전체 또는 특정 기간에
대한) 특혜 법인세율, 법인세 면제 및 감축, 고정 자산과 원료, 제조 목적의 물품과 원
재료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토지 임대료와 토지사용 수수료 및 세금의 면제 및 인하
가 포함됨.
각 인센티브의 수준은 세금, 회계, 토지에 관한 법 규정에 명시됨.
■ 투자 인센티브 결정기준
(i) 위치 : 열악하거나 매우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처한 지역이나 특수 목적
구역에 위치한 투자 프로젝트.
(ii) 업종 : 하이테크 사업, 사회적 사업(의료, 교육), 인프라 개발사업과 같은 장려
사업 활동에 관련된 투자 프로젝트
(iii) 기타 : 지원 산업 제품의 제조에 대규모로 투자하거나 관련된 투자 프로젝트.
투자 프로젝트에 부여된 투자 인센티브는 투자정책승인(IPA) 그리고/또는 투
자등록증서(IRC)에 기재되어야만 함.
이 같은 기록에 근거하여 투자자들은 인센티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요
구하는 대로(세금 또는 토지 관리와 같은) 관련 당국에서 절차를 진행하게 됨.

1.7 이익의 본국 송금 허용
해외 투자자들은 누적 손실이 없고, 피투자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고 재무제표를 감
사했으며 정부에 대한 모든 재무적 의무를 이행했다는 조건 하에 회계연도가 끝난 후
또는 투자 만료와 함께 이익을 송금할 수 있음.
피투자회사는 이익을 본국에 송금한다는 사실을 송금 전 7영업일 이내에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함. 7영업일 내에 세무당국으로부터 반대 통지가 없으면 이익은 은행을 통
해 해외로 지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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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베트남 투자법은 제12조에서 해외투자자는 법령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재무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전제 하에
(i) 투자의 청산에 따른 투자 자본금 및 수익금
(ii) 그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금(즉, 배당 수익)
(iii) 기타 그가 적법하게 소유하는 금전 기타 자산을 해외로 송금할 권리를 보장함.

1.8 베트남 개발사업 수익의 한국 회수 방안
(1) 베트남에의 투자는 배당을 통한 수익금 회수
배당 수익의 회수의 경우 베트남 기업법의 배당 관련 조항 및 그 하위법령

(2) 투자 청산에 따른 투자 자본금 회수의 방법으로 주로 회수됨
투자법의 투자 청산 관련 조항 및 그 하위법령.

가. 배당을 통한 수익금의 회수
(1) 기업법 상 배당 관련 규정
기업법은 기업의 각 형태(1인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별로
사원 내지 주주의 배당 수령 권한 및 배당 절차를 규정함(기업법 제49.1조, 제69조,
제76조, 제135조).
각 기업 형태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베트남 기업은 배당 가능한 이
익금이 있는 한 매년 1회 배당 또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중간 배당을 실시 가능.
한편, 기업법 제117.1조에 의하면 배당가능 이익과 관계없이 주식회사가 발행한 우
선주에 대한 고정 배당도 가능함.

(2) 하위 법령상 해외투자자의 수익금 회수 관련 규정
배당을 하는 경우에 해외투자자의 수익금 회수를 위한 상세한 요건과 절차는 투자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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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베트남에 직접 투자한 해외투자자의 수익의 해외 송금에 관한 2010. 11. 18.자
Circular No. 186/2010/TT-BTC(이하 “Circular 186”)에서 규정함.
해외투자자의 베트남 투자로부터 적법한 수익이 발생한 이상 그 수익의 해외 송금은
허용함.
■ 적법한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기준(Circular 186 제2조 내지 4조)
(i) 베트남 기업이 베트남 내에서의 모든 재무적 의무를 이행하였을 것
(ii) 베트남 기업이 감사필 직전연도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였을 것
(iii) 베트남 기업에 직전연도 재무제표상 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 수익금 해외 송금 사실 통지 : 세무당국에 송금 예정일로부터 최소 7 영업일 전에
수익금 해외 송금 사실을 통지해야 함(Circular 186 제5조).
세무당국이 통지된 송금 예정일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송금 예정
일에 베트남 은행에 베트남 자회사 명의로 개설된 직접투자 자본금 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이하 “DICA”)에서 해외 투자자의 해외 계좌로 수익
금을 송금 가능 (베트남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 관련 외환 관리에 관한 2019. 6. 26.자
Circular No. 06/2019/TT-NHNN(이하 “Circular 06”) 제5.1조 및 제9.1(b)조).

(3) 배당금 지급 관련 세무 이슈
■ 베트남 세법상 베트남 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한 다음 배당하는 경우
- 베트남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회사인 주주 및/또는 지분 보유자는 배당
이익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법인세법 제4조 제6항).
- 베트남 자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한 후 모회사 또는 베트남 자회사의 투자자에 배
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베트남에서의 별도의 세무 이슈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개인인 외국 투자자는 베트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베트남 회사는 개인인 외국 투자자의 과세대상 배당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할 의무가 있음(Circular No. 103/2014/TT-BTC 제5조 제2항 및 베
트남 소득세법 제3조 제3항 (b)호 및 제23조 제2항 (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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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투자 프로젝트의 청산 및 베트남 자회사 해산에 따른 		
투자 자본금 회수
(1) 투자 프로젝트의 청산
투자 프로젝트의 청산 및 그에 따른 베트남 자회사의 해산을 통한 투자 자본금의 회수
또한 법령상 가능함.
투자법 제48조 제1항 (a)호 및 제4항에 따르면 투자자는 스스로 투자 프로젝트를 종
료하고 이를 청산할 것을 결정할 수 있음.
투자 프로젝트의 청산을 결정하였다면 결정일로부터 15일 내에 그러한 결정문과 투
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 기획투자국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 투자 프로젝트 청산을 통지해야 함
(Decree 31/2021/ND-CP 제57조 제2항).
다만, 베트남 토지법(Law on Land 2013) 제65조 제1항 및 Decree No. 43/2014/
ND-CP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allocation)/ 임차 받은 투
자 프로젝트가 청산되는 경우 국가는 해당 토지를 회수하게 되어 있으며, 이 경우 회
수되는 토지사용권 가치에 대한 정부의 보상 의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설령 투자 프로젝트를 청산하고 베트남 자회사를 해산하는 경우에도 베트남
자회사의 주요 자산일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 프로젝트 토지사용권의 가치는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 청산을 결정하기 전에 투자 프로젝트를 양도하는 등의 방식
으로 우선 투자 프로젝트 토지사용권을 매각하여 현금화할 필요가 있음.

(2) 베트남 자회사의 해산
투자 자본금 회수를 위해서는 투자 프로젝트를 청산함과 동시에 베트남 자회사를 해
산하여야 함(기업법 제207조 이하에 규정된 절차).
기업은 사원총회 내지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할 것을 결정할 수 있음(기업법 제207
조 제1항 (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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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업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소송이나 중재 절차 중에 있지 않은 경우에
만 해산할 수 있음(동조 제2항).
기업의 모든 채무가 변제된 후에는 해당 기업의 지분 보유자 또는 주주는 그 지분 보
유 비율에 따라 잔존 자산을 분배 받을 수 있음.

(3) 해산 후 잔존 자산의 송금
시행규칙(Circular) 06 제6조 제2항 (dd)호 및 제9조 제1항 (a)호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 프로젝트의 청산 및 해산 시에 해외 투자자의 투자금을 직접투자 자
본금 계좌(DICA)를 통해 해당 해외 투자자의 외국 계좌로 송금 가능
송금 시 요구되는 절차와 서류는 법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베트남 현지
은행의 실무 관행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무상 의무 이행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해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

(4) 현실적인 어려움
베트남 자회사의 해산은 베트남 자회사가 모든 채무(납세 채무 포함)를 변제할 수 있
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본건 자회사가 기업등록사무소(Business Registration Office)에 모든 채무를 변제
하였음을 입증하여야(기업법 제210조 제1항 (b)호) 베트남 자회사의 해산을 등록할
수 있음.

실무상 채무변제 입증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세금 완납과 관련된 부분임.
- 세무서로부터 세금 완납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 청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세무 청산 절차 소요 기간은 최소 6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일
반적임.
- 세무 완납 확인 이후 해산 등록이 가능하고, 잔존 자산의 해외송금을 위해 은행이
해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함.
- 투자프로젝트 청산 및 회사 해산 후 잔존 자산 송금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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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투자 프로젝트의 유형
관련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를 유형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

해외 투자자의 관점의 투자 프로젝트 유형 :
(i) 주택법 상 건축물의 기능에 근거한 규율을 받는 투자 프로젝트
적격 투자자, 허가된 재원 조달방법, 재원 조달 시기 및 규모 등에 관한 다른 요건
들이 적용됨.
■ 주거용 주택 개발에 포함되는 유형 :
(a) 주택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따른 주택 개발 유형
- 상업적 주거용 주택 개발
- 사회적 주거용 주택 개발
- 공무원 주거용 주택 개발
- 재이주를 위한 주택 개발
- 개별 가구 또는 개인 개발 주택
(b) 도시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따른 주택 개발
(c) 가구 또는 개인에 의한 주택 개발
(ii) 투자자가 상업적 개발 건설 프로젝트를 취득하는 목적과 방식에 초점을 둔, 부동산
사업법 하에서 유형화되는 투자 프로젝트

1.11 상업용 주택 사업의 자금조달 방식
베트남 주택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상업용 주택은 시장 원리에 따라 분양, 임대 또
는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주택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9항에 의하면 주택의
개발은 신규 주택 건축, 재건축, 주택 확장에 대한 투자를 의미함.
베트남 주택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자금조달 방식은 베트남 주택법에서 정하고

2부 법령 분야

| 199

있는 주택의 형태에 적합하여야 하고, 적합한 방식에 해당하지 않거나 각 주택의 형태
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금 조달은 무효가 됨.

같은 법 제69조에 의하면 상업용 주택 개발에서는 아래의 자금만 사용이 가능 :
- 개발 회사의 자기자본
- 출자(capital contribution), 투자협력(cooperation in investment), 사업 협력
(business cooperation), 합작투자 및 조직, 가구 및 개인의 연합(affiliation of
organizations, family households and individuals) 방식으로 조달된 자본
- 분양,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 계약에 따른 선납 입금
- 베트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1.12 소유 구조 선정을 위한 고려 사항들
(a) 프로젝트에 대한 비채권적 투자라는 전제는 파이낸싱 대상 법인의 운영에 대한 투
자와 통제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필수불가결함.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일 프로젝트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 단일 목적 회사를 이
용하는 것임. 해외 투자자는 유한책임, 즉 자신이 출자한 프로젝트 회사의 정관 자
본금의 규모 내에서만 프로젝트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함.
(b) 프로젝트의 소유구조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있어 재무적 투자자들의 선호와
목적에 영향을 받음.
- 지역의 법적 요건
- 과세와 회계의 관점
- 프로젝트 관리와 운영에 대한 관여
- 이익 분배와 본국 송금 관련 부담
- 매각 선택지들의 용이함
- 부외(off balance)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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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참여 투자자의 수
- 적절한 파이낸싱 구조에 대한 잠재적 대출기관들의 고려 사항들

1.13 해외 투자자의 건설 및 부동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
해외 투자자는 베트남에서의 프로젝트 개발에 여러 방식으로 직접 참여 가능. 그러한
방식 중 프로젝트 양수도는 고려할 만한 또는 선호할 만한 방안임.

(1) 지분 양수도
해외 투자자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해외 투자자나 베트남 투자자와 공동으로 프로젝
트 회사를 소유 가능. 프로젝트 회사는 새롭게 설립할 수도 있고, 이미 존재하는 프로
젝트 회사로 이를 대신할 수도 있음.

(2) 합작투자자로서의 참여(BCC,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경영협력계약(BCC)는 해당 투자 프로젝트에서의 역할분담 및 이익 또는 결과물의 공
유에 관한 투자자 또는 BCC 파트너들 간 계약으로서 당사자들은 베트남에서 일정 사
업 활동(투자 프로젝트)을 영위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에 관한 합의임.

(3)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참여(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외 계약자의 베트남 내 주재 또는
상업적 주재)
(i) 해외 계약자의 베트남 내 건설 서비스 제공(건설법)을 위해 “건설운영면허
(Construction Operation Licence)” 획득
-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 그룹 A에 해당하거나 두 개 이상의 성에서 수
행되는 프로젝트 : 건설부의 담당 부서가 건설 운영면허 발급
- 관련 성 내에서 건설되고 그룹 B, C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 성 건설부가 건설
운영면허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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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점 : 베트남에서 설립되어 상업적 활동을 수행하는 해외 사업 법인의 하위
단위. 다음의 건설 및 관련 공학 서비스에 대해 베트남 내 지점 설립이 가능 :
- 건물을 위한 건설공사 (CPC 512)
- 토목공학을 위한 건설공사 (CPC 513)
- 설치 및 조립 작업 (CPC 514,516)
- 건물 완성과 마무리 작업 (CPC 517)
- 기타 건설 (CPC 511, 515, 518)
(iii) 법인 : 업종, 투자자의 수, 법인 상장 의향에 따라 해외 투자자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경영 협력관계(합작회사)로서 베트남에 주재 가능함.
베트남의 WTO 약속에 따라 다음의 모든 건설에 대해 해외 투자자의 베트남
내 상업적 주재가 가능함. 이에 따라 해외 투자자는 상기 항목 (ii)(지점)에 해당
하는 모든 건설 및 관련 공학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100% 외국인 투자기업
(FIE, Foreign Invested Enterprise)을 베트남 내에 설립 가능함.

1.14 토지사용권의 중요성
건설 또는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의 필수적인 기초이며 핵심 자산은 토지사용권의 확
보임.

1.15 토지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베트남에서 토지는 전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모든 프로젝트 투자자는 토지사용권과
토지에 건설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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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토지사용권이란 무엇인가?
외국법 하에서 설립된 해외 투자자(예를 들면 한국에서 설립된 회사)는 토지사용권자
가 될 수 없으며, 토지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세워진 외국인 투자기업은 정부로부터 토
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투자기업이 프로젝트 개발 목적으로
처음부터 토지사용권을 직접 취득하기는 실무상 어려운 것이 사실임.

1.17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의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를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는 다음과 같
은 라이선스 취득을 위해 장기간의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
연번

행정절차

관련 법령

1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정책승인(IPA, Investment Policy Approval)

투자법

2

투자자 승인/선정(토지사용권 경매 또는 입찰)

토지법 및 입찰법

3

투자등록증서(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투자법

4

기업등록증서(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해외투자자

5

건설 기본계획에 관한 승인(1:500 마스터플랜)

도시계획법

6

토지 할당 또는 임차

토지법

7

토지 보상 및 수용

토지법

8

토지사용권증서(LURC, Land Use Right Certificate) 발급

토지법

9

기본설계를 포함한 프로젝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대한
감정의 완료

건설법

10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승인

환경보호법

11

화재예방 대처 설계 감정 증서

소방방재법

12

공사 시공을 위한 일련의 설계 도면을 포함한 건설허가

건설법

13

환경보호 건설의 완료에 대한 확인

환경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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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행정절차

관련 법령

14

화재예방 대처 검사에 대한 승인

소방방재법

15

건설 완료 및 사용에 대한 승인

건설법

16

건축물을 등록한 신규 토지사용권 발급

토지법

1.18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 행정절차 완료를 위한 			
법정시한은?
인민위원회의 투자정책승인(IPA, Investment Policy Approval)이 적용되는 프로
젝트의 경우 상기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 행정절차 완료를 위한 대략적인 법정시한은
481일이지만, 현실에서는 예기치 않게 더 길어질 수도 있음.

특히, 토지 보상 및 수용, 토지 할당, 투자정책 승인이 토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베트남 현지 투자자로부터 프로젝트 면허를 양수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
적이고 덜 위험할 수 있음.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현지 파트너와 합작투자를 설립하는 방안 또한 많이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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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설법

2.1 건설투자프로젝트의 개발 및 진행 절차
건설투자의 각 단계에서 수행되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준비 단계 : 건설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의 작성 및 심사와 투자 정책의 결정
또는 승인(해당하는 경우), 건설투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보고를 작성하기 위한 세
부 건설계획의 수립, 심사 및 승인, 건설투자 승인/결정에 관한 타당성 조사보고의
작성 및 심사와 프로젝트 준비와 관련된 기타 필요한 업무 수행
■ 사업 추진 단계 : 건설 현장 준비 및 굴착 작업(해당하는 경우), 건설 조사, 설계 및
건설 비용 예상의 수립, 심사 및 승인, 건설허가 획득(요구되는 경우), 계약자 선정
및 건설계약 체결, 건설 공사, 시공 감리, 준공된 용량에 대한 선지급 및 지급, 운영
및 시운전,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한 예비승인 시험, 준공된 공사 부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계, 기타 필요한 업무 수행
■ 공사 완료 단계 : 건설 계약의 청산, 완료된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결제, 준공 증명
서, 건설공사에 대한 보증, 관련 문서의 인계, 기타 필요한 업무 이행

건설부지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시 프로젝트 시행사가 준수하여야 할 주요 단
계는 다음과 같음.

(1) 투자 관련 인허가 절차
베트남에서 건설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투자자는 투자정책승인(IPA, Investment
Policy Approval,),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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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등록증(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특정
인허가 절차를 따라야 함.
투자 프로젝트에서 토지가 사용된다면 투자자는 전술한 절차를 밟은 이후 토지사용권
증서 및 관련 인허가 또는 베트남 내 건설 부지에서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관한 승인을 획득하여야 함.

(2) 1:500 마스터플랜(Master Plan)의 작성 및 승인
2009년 도시계획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시행사는 투자 지역에 대하
여 1:500 마스터플랜(건설의 기본이 되는 계획설계)을 작성하여야 함.
단, 시행사 1인이 5헥타르 미만의 면적에서 진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Decree 제
44/2015/ND-CP호 제10조 제5항에 따라 1:500 마스터플랜이 불필요함(즉, 5헥타
르를 초과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경우 1:500 마스터플랜에 대한 승인이 필수적임).
1:500 마스터플랜의 승인을 위해서는 개념설계(Concept Design)에 포함된 일반 도
면, 건축계획 및 투입 기술은 토지계획을 준수하고 기술 인프라의 연결성을 보장하여
야 하며 주변 구역의 건축공간에도 적합하여야 함.

(3) 건설투자 프로젝트 수립
① 건설투자의 예비 타당성 조사보고
(i) 예비 타당성 조사보고가 필요한 경우(건설법 제52조 제2항)
(a) 공공투자 자금이 투입되는 국가중점 프로젝트
(b) 민관협력 사업에 관한 법에 규정된 형태의 민관협력(PPP) 프로젝트
(c) 투자법에 규정된 대로 국회 또는 정부 총리가 승인한 투자 정책에 따른 프로젝트

(ii) 건설투자의 예비 타당성 조사보고의 내용
(a) 투자의 필요성 및 건설투자의 시행 조건
(b) 건설투자의 제안된 목표, 규모, 위치 및 형태
(c) 토지 사용 및 자원 관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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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건설, 설명, 기술, 기법 및 적절한 장비에 관한 예비설계 계획
(e) 제안된 프로젝트 시행 기간
(f) 총 투자 자금의 예비적 수치, 자금조달 계획, 자금회수 및 대출상환 능력(해당
하는 경우), 프로젝트의 사회경제적 효과 계산 및 영향 평가

② 건설투자의 타당성 조사보고(2014년 건설법 제52조 제1항)
건설투자 타당성 조사보고의 심사내용(2014년 건설법 제54조 및 Decree 제15/2021/
ND-CP호 제11조 제1항)
■ 기본설계가 프로젝트 목적을 달성하고자 작성되었고 프로젝트상 건설공사에 부합
하고 시운전 시 다양한 공사 간의 동기화를 보장함. 설명 및 도면으로 구성된 기본
설계는 하기 항목을 제시함.
■ 건설이 실행될 총 대지면적에 속한 건설 장소, 공사 경로의 방향, 공사의 목록, 규
모, 종류 및 등급
■ 선정된 기술 또는 기법 계획 및 (해당하는 경우)장비
■ 공사에 관한 건축 솔루션, 대지면적, 구역 및 고도, 건설공사의 치수 및 주요 구조
■ 건설에 관한 기술 솔루션, 사용되는 주요 건설자재 종류, 각 공정의 건설 비용 견적
■ 공정 내부 및 외부의 기술 인프라 연결 계획과 화재예방 및 폭발 방지 방안
■ 기본설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 기술 규격, 건설 조사 결과
■ 투자 필요성 및 투자 정책, 건설 투자 목표, 건설 장소 및 토지사용 면적, 용적률 규
모 및 건설투자 형식
■ 자원 사용, 기술 및 장비 선정, 인력 고용, 기술 인프라, 제품 판매, 사용 및 활용 요
건, 시행 기간, 건설부지정리 및 재정착(해당하는 경우)계획
■ 프로젝트 시행, 공사의 운영 및 사용과 환경보호 실행 및 관리 솔루션 등과 같이 프
로젝트 추진을 위한 요소에 관한 가능한 보장
■ 토지 회수, 부지 정리, 재정착, 시공 중 경관 및 환경 보호와 안전, 소방 및 화재예방
과 폭발 방지, 그리고 기타 필수적인 사안과 관련한 프로젝트 영향 평가
■ 프로젝트를 위한 총 투자금 및 자금조달, 재무 분석, 위험, 공사 활용 및 사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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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용, 프로젝트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의 체
계, 인센티브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제안
■ 기타 관련된 항목

(4)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EIA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승인
슈퍼마켓, 상업센터 또는 쇼핑몰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규모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를 준비하여야 함.(Decree 제40/2019/ND-CP호의 부록 2)
(i)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EIAR)의 승인: 바닥 면적이 최소 20,000m2인 건설공사
의 경우(아울러, 검사 신청서 및 환경보호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작성
하여야 하나, 폐수 처리장 또는 처리 시설이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예외로 함.)

(ii)

환경보호 계획의 등록: 바닥 면적이 10,000m2~20,000m2인 건설공사의 경우

(5) 화재예방 및 소방설계 심사 증명서 발급
Decree 제136/2020/ND-CP호 제13조 제3항 제b호에 따라 Decree 제136/2020/
ND-CP호의 부록 5에 명시된 프로젝트 및 건설공사는 화재예방 및 소방 설계 심사 증
명서를 획득하여야 하며, 전술한 건설공사의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됨.

(i)

7층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총용량이 최소 5,000m3인 모든 수준의 규제 기
관의 목적물

(ii)

원생이 100명 이상이거나 총용량이 최소 3,000m3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총용
량이 최소 5,000m3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여러 수준의 중등교육기
관, 5층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총용량이 최소 5,000m3인 전문대학, 대학
및 학술원, 중등교육기관 이상 교육기관, 직업학교,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교육기관

(iii) 5층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총용량이 최소 3,000m3인 병원, 종합병원, 진료
소, 요양원, 신체재활기관, 정형외과 시설, 요양원,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시설, 의

208 | 해외 건설을 위한 베트남 진출 가이드

료센터 및 의료진단 및 치료에 관한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의료시설
(iv) 300석 이상의 극장, 영화관 및 원형극장, 5층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총용량
이 최소 5,000m3인 컨벤션센터, 3층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총용량이 최소
1,000m3인 문화센터, 노래방 및 나이트클럽, 3층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총
용량이 최소 1,500m3인 바, 클럽, 뷰티클리닉, 마사지 숍, 테마파크, 동물원 및
아쿠아 리움
(v)

총용량이 최소 3,000m3인 시장, 쇼핑몰,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레스토랑
및 음식점

(vi) 7층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총용량이 최소 5,000m3인 호텔, 게스트하우스,
임대용 주택 및 관광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종류의 숙소
(vii) 7층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총용량이 최소 5,000m3인 기업 및 사회정치조
직의 사업장
(viii) 총용량이 최소 5,000m3인 박물관, 도서관, 전시관, 저장시설, 서점 및 박람회 시설
(ix) 5층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총용량이 최소 5,000m3인 우체국, 방송 및 통신
시설, 정보기기 보관시설, 데이터 보관 및 관리 센터
(x)

5,000석 이상의 스타디움, 총용량이 최소 5,000m3이거나 5,000석 이상인 경
기장, 스포츠센터 내 경기용 트랙, 사격장 및 체육교육 및 스포츠에 관한 법에 따
라 설립된 기타 스포츠 시설

(xi) 총용량이 최소 1,500m3인 공항, 항공관제탑, 항구 내 부두, 내륙항, 버스정류
장, 기차역, 비행기 승객용 트램 터미널 및 휴게소, 사업공간이 500m2 이상이
거나 용량이 최소 5,000m3인 지하철 시설, 자동차 등록 시설, 자동차, 오토바이
및 전동 자전거 거래 및 유지 보수 시설
(xii) 총용량이 최소 3,000m3인 실내 차고
(xiii) 최소 500m 길이의 도로 터널, 최소 1,000m 길이의 철도 터널
(xiv) 원자력 시설, 산업용 폭발물 및 폭발성 전구물질을 생산, 거래 및 보존하는 시
설, 산업용 폭발물 및 폭발성 전구물질의 보관시설, 산업용 폭발물 및 폭발성 전
구물질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항구, 무기 및 전투 장비 보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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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 지상에서 석유, 석유제품 및 가스를 추출, 처리, 생산, 운송, 거래 및 보존하는 시
설, 석유 및 석유제품 터미널, 가스 터미널, 석유, 석유제품 및 가스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항구, 주유소, 최소 1대의 연료 주입기가 있는 내부 주유소, 총 가스 저
장량이 200kg 이상인 주유소 및 내부 가스 공급 시스템
(xvi) 전압이 110kV 이상인 발전소 및 변전소
(xvii) 가연성 물질 및 폭발물을 생산, 저장 및 사용하고 총용량이 최소 1,000m3인 터
널, 가연성 포장에 담긴 가연성 또는 비가연성 물품을 보관하고 총용량이 최소
3,000m3인 창고
(xviii) 도시, 경제구역, 산업단지, 산업지구, 수출 처리구역, 하이테크 파크 및 기타 기
능 구역 내에 존재하고 토지계획법에 따라 현급 이상의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
아야 하는 화재예방 및 소방 관련 기술 인프라 건축물

(6) 건설허가
건설허가는 새로운 건축물의 건설이나 건축물의 수선, 리모델링 또는 이전을 위하여
관할 국가기관이 시행사에 발급하는 법률문서임. 프로젝트 시행사는 공사 시공에 착
수하기 이전에 건설법 제89조에 따라 건설허가를 획득해야 함.

(i) 2014년 건설법 제103조에 따라 건설허가를 발급하는 관할 당국
관할 기관

건설공사 등급

건설부

전문 등급의 공사

성급 인민위원회
주) 성급 인민위원회는 건설국 또는 경제구역,
산업구역, 수출 처리구역 또는 하이테크 구역의
관리위원회 등의 기관에 해당 기관의 관리 또는
기능 하에서 건설허가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종교적 건축물, 역사적 또는 문화유산 건축물,
조각 또는 대규모 벽화로 분류되는 건축물, 		
길 대로를 따라 도시지역 내 조성되는 건축물,
외국 직접투자자본을 통한 프로젝트 상 건축물을
시공하는 1등급 및 2등급 공사

(ii) 건설허가의 내용
(a) 프로젝트상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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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시행사 명칭과 주소
(c) 건설공사 장소 및 위치, 노선에 따라 실행되는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노선
(d) 건설공사의 종류 및 등급
(e) 건설공사의 바닥 기준 레벨
(f) 적색 경계선 및 건설 경계선
(g) 건축 밀도(해당하는 경우)
(h) 토지사용 계수(해당하는 경우)

토목공사, 산업공사 및 단독주택과 관련하여 건설허가에는 위 내용과 더불어 총 건
설면적, 1층(지층) 건설면적, 층수(지하, 최상층, 기계층 및 다락 포함) 및 전체 공사
의 최대 높이가 포함되어야 함.

(iii) 공사 착공 시기
2014년 건설법 제90조 제10항에 따라 공사는 건설허가의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착공되어야 함.

(7) 공사 실시
① 착공 통지
2020년 개정 건설법에 의하여 개정된 2014년 건설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공사에 착수
(i) 건설 일정에 따라 바로 인계될 수 있는 전체 또는 일부 대지면적 존재
(ii) 2014년 건설법 제89조에 규정된 대로 건설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획득
(iii) 공사 항목 또는 착공된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승인을 받은 건설 설계가 존재함.
(iv) 시행사가 착공된 공사와 관련된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 계약자와 법률에 따라 계
약 체결
(v) 시공 과정에서 안전 및 환경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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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시행사가 건설관리를 담당하는 지역 내 행정관리기관에 착공일로부터 최소 3 영
업일 이전에 착공 통지 송부

②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요건
■ 건설 현장 관리의 내용
(i) 건설 현장 주변에 장벽, 체크포인트 및 쉽게 보이는 표지판이 있어 현장 내부와
외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함.
(ii) 건설 시공 범위 내 건설 현장 배치는 시공 대상 대지면적 전체에 대한 승인된 설
계도면과 건설 위치의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iii) 설치하려는 물자, 자재 및 설비는 시공 대상 대지면적 전체에 대한 설계에 따라
질서 있게 배치되어야 함.
(iv) 건설 현장 내에 시공 대상 대지면적 전체의 배치, 안전, 소방, 화재예방 및 폭발 방
지 관련 안내문, 그리고 기타 필요한 표지판이 있어야 함.

③ 건설 시공에 적용되는 요건
■ 2014년 건설법 제111조에 따라 공사 시공에 적용되는 요건
(i) 승인된 건설설계, 공사에 적용되는 기준 및 기술규격, 건설자재 사용에 관한 법
등을 준수하고, 중량 부하 안전, 사용 시 안전, 전반적인 조경, 환경안전, 소방 및
화재예방, 폭발 방지 및 법률에 따른 안전 관련 기타 조건을 보장하여야 함.
(ii) 공사 시공, 지하 공사 및 주변 공사를 실시할 때 공사, 인력 및 장비의 안전을 보장
하고, 시공 과정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할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iii) 노동안전, 소방 및 화재예방 또는 폭발 방지와 관련하여 엄격한 안전 요건이 적용
되는 공사 항목 및 건설공사를 실행할 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함.
(iv) 건설설계 요건을 준수하는 적절한 종류, 규격 및 수량의 물자와 자재를 사용하고,
건설 시공 과정에서 낭비를 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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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공사의 시공 또는 시운전을 위하여 준공된 건설공사나 공사 항목의 검수 및 수락
사이의 중간 단계에서 건설 업무를 점검, 감리, 검수하고 승인하여야 함.
시공계약자는 공사 및 건설 활동의 해당 종류와 등급에 부합하는 능력에 관한 모
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8) 공사 시공 인증을 위하여 갱신된 토지사용권증서를 획득
프로젝트 완료 이후 프로젝트 시행사는 토지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프로젝트상 사
용 권리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하여 프로젝트 대상 토지에 관한 프로젝트 정보를 기록
하고자 신청서류를 제출
Decree 제43/2014/ND-CP호 제85조 제1항, Circular 제24/2014/TT-BTNMT호
제9조 및 Circular 제09/2021/TT-BTNMT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됨.
(i) 토지 및 토지 내 재산에 관한 변경사항 등록 신청서
(ii) 토지사용권증서 원본
(iii) 프로젝트상 건설에 관련된 문서
Decree 제01/2017/ND-CP호에 의하여 개정된 Decree 제43/2014/ND-CP호
제61조 제2항 제(i)호에 따라 갱신된 토지사용권증서를 획득하는 기한은 제출일로
부터 10일

(9) 환경보호시설 완공에 관한 서면 승인
Decree 제18/2015/ND-CP호 제17조 및 Decree 제40/2019/ND-CP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프로젝트 시행사는 환경보호 시공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시범운영
기간 30일이 만료되기 이전에 환경보호 건설에 대한 검사 및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야 함.

(10) 소방방재 검사에 관한 서면 승인
Decree 제136/2020/ND-CP호 제15조 제1항에 따라 프로젝트 시행사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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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기 이전에 소방방재 검사에 관한 서면 승인을 획득하여야 함.

(11) 프로젝트 시공 감리, 공사 업무 검수 및 승인, 프로젝트 인계
① 프로젝트상 건설에 대한 시공 감리
Decree 제06/2021/ND-CP호 제19조 제1항에 따라 프로젝트 시행사는 프로젝트
시공 감리를 함.
② 프로젝트 검수 및 승인
Decree 제06/2021/ND-CP호 제22조에 따라 프로젝트 검수 및 승인
③ 프로젝트 현장 인계
2014년 건설법 제124조에 따라 프로젝트 인계 시 규정을 준수

(12) 프로젝트 보증 및 유지 보수
① 프로젝트 보증
Decree 제06/2021/ND-CP호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프로젝트 시행사는 프로젝
트의 보증 요건, 건설공사 보증의 제공과 관련된 당사자의 책임을 참고하여야 함.
건설 계약상의 보증과는 별개로, 시공사 또는 시행사는 자신의 귀책으로 인해 손해
가 발생한 경우 2015년 민법 585조 및 Resolution No. 03/2006/NQ-HĐTP의
Section I.1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② 프로젝트의 유지 보수
Decree 제06/2021/ND-CP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프로젝
트 시행사는 프로젝트 유지보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야 함.
(i) 건설공사 유지 보수를 실행하는 순서
(ii) 건설공사 유지 보수 절차
(iii) 건설공사 유지 보수 계획
(iv) 건설공사 유지 보수 실행
(v) 유지 보수 업무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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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설투자 프로젝트 분류 원칙
Decree 제15/2021/ND-CP호에 따라 건설 활동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투자 프로
젝트는 다음과 같이 분류됨.

(i) 프로젝트상 공사의 서비스 편의시설 및 전문성과 관리 목적 측면에서 건설투자 프
로젝트는 Decree 제15/2021/ND-CP호 부록 4에 따라 분류. 이에 아래와 같은
종류의 건설투자 프로젝트가 포함됨.
(a) 토목공사를 위한 건설 프로젝트
(b) 산업공사를 위한 건설 프로젝트
(c) 인프라 공사를 위한 건설 프로젝트
(d) 교통공사를 위한 건설 프로젝트
(e) 농업 및 도서지역 재발 공사를 위한 건설 프로젝트
(f) 국방 및 보안 공사를 위한 건설 프로젝트
(g) 다기능 건설 프로젝트
(ii) 자금 출처 및 투자 형태 측면에서 건설투자 프로젝트
(a) 공공투자 자금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
(b) 공공투자 자금이 아닌 국가 자본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
(c) 민관협력 프로젝트
(d) 기타 자금 출처로부터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

2.3 건설투자 관련 의무보험
(1) 건설투자활동에 대한 보험
(i) 건설 기간 동안의 공사 보험
(ii) 투자 및 건설 자문에 대한 직업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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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시공 소재, 자재, 수단, 장비 및 직원에 대한 보험
(iv) 제3자에 대한 민사책임보험
(v) 건설공사에 대한 보증보험

(2) 건설투자활동 시 필수보험에 가입해야 할 책임
건설 기간 동안 관련된 당사자들이 참여한다는 전제로 건설투자활동 시 필수보험에
가입할 책임
(i) 공사에 대한 보험료가 계약 금액에 포함되는 경우, 시행사 또는 계약자는 지역사회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및 특정한 기술 요건 또는 복잡한 시공 조건이
적용되는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
(ii) 자문계약자는 2등급 이상 건설공사의 건설 조사 또는 건설설계 업무에 대하여 직
업 책임보험에 가입
(iii) 시공계약자는 건설 현장에서 공사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보험 및 제3자에 대한
민사책임보험에 가입
(iv) 시행사, 자문계약자 및 시공계약자 또한 건설투자활동과 관련된 종류의 보험에
가입 권장

2.4 하수급 업체 관리
(1) 하수급 업체의 권리 및 의무
하수급 업체는 주계약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계약자 및 프로젝트 시행사 사이
에 체결한 주 계약에 규정된 시공 범위의 특정 부분을 수행하는 계약자

따라서 하수급 업체는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 조건과 더불어 주 계약 조건 또한 준수.
공사 시공 측면에서 하수급 업체는 직접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주계약자에게 책임을
지고, 주계약자는 자신의 하수 급업체가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프로젝트 시행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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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짐.

(2) 주계약자 및 하수급 업체의 관계
외국인 계약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은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체결 시
제한/금지에 대하여 특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 계약은 주 계약 서식 및 조건에 따라 체결됨.
2014년 건설법 제77조 제2항 제(c)호, 제86조 제2항 제(c)호, 그리고 제113조 제2
항 제(i)호에 따라 주계약자는 하수급 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함.
하수급 업체는 법적 책임 및 계약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2.5 재하도급 제한
■ Decree 37/2015/ND-CP의 47.1조의 (dd)는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하수급인에게 재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한국의 건설 산업 기본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과 유사한 취지로 해석되나, 한국과
달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규정이나 구체적인 예외 조건, 벌칙 등은 발견
되지 않고 있음.
다만, 위 Decree 37/2015/ND-CP는 공적자금 또는 공공개발원조(ODA) 자금
을 사용한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Decree이므로 위 조항이 모든 건설 프로젝
트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강행 규정은 아님.
다만, 1.2조의 (c)에는 민간 자본을 사용하는 건설 프로젝트에도 적용을 권장한다
고 규정하고는 있음.
그 외에 베트남 법령에 존재하는 하도급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 DECREE 37/2015/ND-CP(공적자금 또는 공공개발원조 자금을 사용한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베트남 건설법 Decree)

2부 법령 분야

| 217

●

4.3조 : 수급인은 발주자의 동의하에 하나 이상의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
결 가능. 일체의 하도급계약은 발주자와 체결한 원도급 계약의 취지에 부합. 수
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하수급인이 수행하는 작업을 포함하여 공사의 일정과
품질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짐.

●

47.1조(b) : 베트남 내에서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의 계약자(수급인)은 베
트남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베트남 하수급인이 요구사항
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외국의 하도급인을 고용 가능. Decree 15/2021/
ND-CP의 103.2조도 동일한 내용을 규율함.

●

47.1조(d) :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하수급이 수행한 작업을 포함하여 계약
진행, 품질, 근로 안전, 환경보호에 관한 책임을 짐.

●

47.3조 :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이 발행한 청구서 내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계약 금액을 지급(의견: 이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직접 지
정한 경우에 관한 직불 조문임).

(3) 베트남 입찰법
●

89.8조(a) : 수급인은 입찰을 통해 수주한 공사 규모의 10% 이상 또는 500억
VND 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의견: 여기서의 양도는 하도급계약을 포
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4) DECREE 63/2014/ND-CP (베트남 입찰법 Decree)
●

128.2조(b) : 수급인은 입찰 시 제출한 서류에 명시한 것 이외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하수급인을 고용할 수 없고, 입찰 서류에 기재된 하수급인 목록 외의 하수급
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의 승인 필요(의견: 이는 수급자가 입찰을 통해 원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조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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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건설 계약의 종류
건설 계약은 수행할 업무의 성격 및 내용과 계약의 적용 가격에 따라 분류.

(1) 수행할 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따른 건설 계약
(i) 건설자문계약
(ii) 공사시행계약
(iii) 건설공사 시 설치되는 설비 공급에 관한 계약
(iv) 설계, 조달, 시공 일괄계약, 턴키(turnkey)계약
(v) 기타 건설계약

(2) 계약의 적용 가격에 따른 건설계약
(i) 정액 계약
(ii) 고정단가 기준 계약
(iii) 조정 가능한 단가 기준 계약
(iv) 시간 기준 계약
(v) 원가가산계약
(vi) 혼합 가격 기준 계약
(vii) 기타 건설 계약

2.7 건설 계약의 내용
(1) 적용 법률 근거
(2) 사용 언어
(3) 공사 내용 및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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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 품질 및 기술 요건, 검수, 수락 및 인계
(5) 계약 이행 기간 및 이행 일정
(6) 계약 금액, 선급금, 결제 및 건설 계약상 지급 시 사용되는 화폐
(7) 계약에 대한 이행보증 및 선금 보증
(8) 건설 계약의 수정
(9) 건설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
(10)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보너스 및 위약금
(11) 건설 계약의 일시 중단 및 종료
(12) 건설 계약 관련 분쟁 해결
(13) 위험 및 불가항력
(14) 건설 계약의 확정 및 청산
(15) 기타 항목

2.8 건설 계약 언어
건설 계약의 언어는 베트남어. 외국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건설 계약의 언어는 베트남
어와 더불어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타 언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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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인력 고용에 필요한 서류
(i) 취업허가
베트남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은 2019년 노동법 제151조 제1항 제(d)호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기에 앞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아래의 세 가지 주요 면제 사례에
서 외국인은 취업허가를 면제받음.
(a)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3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b) 생산 또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현재 베트남 내에 있는 베트남인 전문가 또는 외국인 전문가가 처리할 수
없는 사고(고장) 또는 기술적으로나 과학기술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베트남에 3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c) 전문가, 관리자, 집행임원(executive director) 또는 기술자로서 1년에 3회를
초과하지 않으며 각각 30일 미만으로 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
이외의 경우에서도 취업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취업허가 면
제 확인이 필요. 전술한 세 가지 면제 사례에서는 당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단, 고용주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내부 검토를 실행한 내용을 서류로
기록해 두어야 함.
취업허가 없이 혹은 취업 허가가 만료된 상태에서 베트남에서 근무한다면 베트
남 법을 위반하는 것임. 이러한 경우 직원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행정제재
처분이 부과되고,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할 것.

☞ 부과될 수 있는 행정제재 처분
- 고용주가 3,000만~7,500만 VND(1달러=22,790VND, 1,316달러~3,291달러)의 과
태료를 납부하라는 처분
- 고용주의 사업을 1개월~3개월 동안 휴업하도록 하는 처분
- 직원을 추방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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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비자
베트남에서 일하기 위하여 외국인은 아래 중 하나를 획득하여 베트남에 입국해야 함.
(a) 비자 면제
(b) 취업허가 없이 일하는 경우 사업 비자
(c) 취업허가를 획득하여 일하는 경우 취업비자
(d) 해당 비자를 받은 이후에 획득할 수 있는 임시 거주증

2.10 외국인 계약자의 베트남 내 건설 활동
(1) 건설 운영면허 획득
Decree 제15/2021/ND-CP호 제103조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
운영허가를 획득하여야 함.
(i) 낙찰자로 결정되었거나 프로젝트 시행사 또는 주계약자(하수급 업체)로 선정된
경우
(ii) 베트남인 계약자와 사업제휴를 하거나 베트남인 하수급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
결한 경우. 단, 베트남인 하수급 업체가 계약 서류상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
고 있지 않는 경우는 제외.
(iii) 베트남에서 계약을 이행하는 것에 관한 베트남 법을 완전하게 준수하기로 약속한
경우

건설 운영면허 발급은 유효한 건설 운영면허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이 소요.
인허가 당국은 국가중점 프로젝트, A등급 프로젝트 및 2개 이상의 성에서 건설될 프
로젝트 관련 계약의 경우는 건설부 산하 건설 전담기관이며, B등급 및 C등급 프로젝
트 관련 계약은 성급 건설부 및 공인된 사회 전문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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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관리사무소 등록
건설공사를 착공하기에 앞서 프로젝트 관리사무소의 설립을 등록한 경우에서만 운영
활동 가능

(3) 프로젝트 관리사무소 정보 고지의무
계약자는 관리사무소 관련 정보를 Decree 제15/2021/ND-CP호의 별지 10번 서식
에 따라 건설부, 경찰부, 재무부, 산업통상부, 베트남 중앙은행, 성급/도시급 인민위원
회 및 건설부 등의 당국에 고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전술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Decree 제139/2017/ND-CP조 제23조 제3항
제(dd)호에 따라 30,000,000~40,000,000 VND의 벌금이 부과됨.

(4) 외국인 계약자의 주요 의무
(i) 인감 등록
Decree 제15/2021/ND-CP호 제107조 제2항 제(d)호 및 Decree 제
99/2016/ND-CP호 제12조 제2항 제(m)호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는 프로젝트
가 소재한 지역의 성급 경찰부에 인감을 등록.
계약이 법률에 따라 완료되는 경우 외국인 계약자는 인감을 취소하고 인감을 발
급한 당국에 인감을 반환.
외국인 계약자는 보유한 건설 운영면허에 따라 베트남에서 계약 이행을 하기 위
한 목적에 한하여 해당 인감을 사용가능.

(ii) 계좌 개설
Decree 제15/2021/ND-CP호 제107조 제2항 제(c)호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
는 계약상 사업 활동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무부 및 베트남 중앙은행 지침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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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세금 납부
-

외국인 계약자 원천 징수세
외국인 계약자 원천 징수세(FCWT,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는
베트남인 당사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를 통하여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에게 부과.
외국인 계약자 원천 징수세는 별도의 세목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VAT)와 법인세(CIT)의 조합으로 구성.
시행규칙 Circular 제103/2014/TT-BTC호에 따라 건설 분야에 적용되는 부가
가치세율은 5%이고, 법인세율은 2%.

-

개인소득세
노동법에 따라 베트남 국적 직원 또는 주재원은 관리사무소 또는 모기업인 해외
투자자에게 고용될 수 있음.
베트남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베트남 내에서 소득을 지급받는지 여부 또는
국적과 무관하게) 개인소득세를 납부. 과세대상 소득 및 적용 세율은 해당 개인이
베트남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과세대상이 아닌 거주자에게는 베트남 원천 소득에 대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되
고, 과세대상인 거주자에게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최대 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iv) 의무보험
Decree 제15/2021/ND-CP호 제107조 제2항 제(g)호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는
계약자 업무에 대하여 베트남 법에 따라 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보험
에는 건설자문에 대한 직업 책임보험, 조달계약자 관련 자산 및 화물보험, 시공계
약자 관련 다양한 종류의 보험, 그리고 베트남 법에 따른 기타 보험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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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행정 제재
개정 Decree 139/2017/ND-CP호의 제23조 제3 내지 5항에 의하면 위 의무
를 위반 시 행정 제재가 따름.
Decree 제15/2021/ND-CP호 제107조 제2항 제(e)호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
는 베트남인 계약자와 이미 체결한 공동명의 계약을 이행하거나 건설 운영면허
신청 서류에서 명시한 대로 베트남 하수급 업체를 고용할 의무가 있음.
즉,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 하수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베트남 하수급 업
체를 고용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신청 서류에 해당 하수급 업체의 명칭이 기재
되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외국인 계약자는 등록된 목록에 기재된 어떠한 것
도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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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토지법

3.1 토지 관련 법령
베트남 내 토지 관련 사항은 토지법이 규율함. 정부는 토지 임차, 토지사용료, 보상 등
토지법의 주요 사항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그 하위 법령인 각종 Decree를
공표하며, 자원 환경부를 위시한 유관부처(재무부 등)는 세부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Circular를 공표. 이들 법령은 베트남 전역에 적용됨.

이들 법령에 더해 각 성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춰 그 상위 법령의 내
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Decision을 공표. 이들 Decision은 해당 성에서만 적용함.

3.2 토지 관련 유관부처
■ 자원 환경부 : 토지 관련 정책 총괄
■ 성급 인민위원회 : 성 단위 토지 정책 총괄, 토지사용자에 대한 토지 임대, 할당, 환
수 등 결정, 토지사용료 및 환수 보상금 등 결정
■ 자원 환경국 : 성급 인민위원회의 토지관리지원, 토지 임대, 할당, 환수 등 결정을
위한 요건 1차 검토
■ 토지 등기소 : 토지관련 행정업무(토지사용권증서 발급 등)

226 | 해외 건설을 위한 베트남 진출 가이드

3.3 토지 소유제도
베트남에서 토지는 전체 국민의 소유로써 단일 개인, 단체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음.
단체, 개인은 토지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권을 부여받음.
국가는 소유자의 대표자로써 토지를 통일적으로 관리.
국가는 토지법에 따라서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사용권을 부여.

3.4 토지사용권자
토지법 제5조에 따르면, 다음의 대상만 토지 사용자로써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ㆍ임
대 받거나, 토지사용권을 인정받거나, 타인으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음.

■ 토지 사용자
- 국내 토지사용자 : 국내 단체, 국내 가구 또는 개인, 주민 공동체, 종교단체
- 국외 토지사용자 : 외국인 투자기업(FIE), 해외 거주 베트남인, 외교 기능을 가진 외
국 단체.
외국인 투자기업(FIE)는 투자법에 따른 100% 외국인 소유 기업, 합작 기업, 해외
투자자가 주식을 양수하거나 기업 간 인수ㆍ합병으로 형성된 베트남 기업을 포함.
외국 기업은 베트남에서 토지사용자가 될 수 없음.
그러나 해외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기업(FIE)을 설립하고 이 기업을 통해서 토지사
용권을 취득

한 개의 부지에 다수의 토지 사용자가 존재할 수 있음.
토지 사용자는 토지사용권증서 한 부에 함께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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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토지사용권 기록
토지를 남편과 아내가 상호 소유하면 남편과 아내의 정보 모두가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토
지 부착 기타 자산의 토지사용권증서의 토지 사용자 부분에 기록됨.
단, 아파트 건물 토지의 경우, 토지는 모든 아파트 소유주가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아파트 소유
주의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토지 부착 기타 자산의 토지사용권증서에 아파트 소유주의 정
보만 명시되며, 해당 아파트의 다른 아파트 소유주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토지 사용 형태
를 “공동사용”으로 기록함.

3.5 토지의 유형
베트남의 토지는 토지 사용목적에 따라서 3개의 주요 범주로 구분
■ 농경지
■ 비농경지 : 주거지, 사무실 건축에 사용하는 토지, 산업단지, 공공시설 건축에 사용
하는 토지 등
■ 미사용 토지 : 사용목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

3.6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토지 부착 기타 자산의 		
토지사용권증서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토지 부착 기타 자산의 토지사용권증서란 국가가 합법적
인 토지사용권과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의 소유권을 해당 권리자에게 적법하게
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임.
즉, 외국인 투자기업(FIE)이 베트남에서 토지사용권을 취득했을 경우 이에 해당되는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토지 부착 기타 자산의 토지사용권증서를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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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면 부지마다 토지 사용자는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토지 부착 기타 자산의 토지사용권증서 1부를 받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FIE)이
여러 부지로 구분되는 토지 지역에 대한 사용권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FIE)이
이 부지에 해당하는 복수의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토지부착 기타 자산의 토지사
용권증서를 수령.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토지부착 기타 자산의 토지사용권증서에는 토지사용권과
토지에 부착된 자산(건축물, 주택, 공장 등) 전체의 정보가 기록되며,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을 기록한 별도의 증서는 없음.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토지부착 기타 자산의 토지사용권증서는 토지 사용자, 토
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정보가 기록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양식으로 발급.

토지사용권증서에는 토지사용권자 및 건축물 소유권자의 정보가 기재되고 토지사용
권 정보 부분과 건축물 소유권 정보 부분으로 구분 :

■ 토지사용권 정보 부분 : 지번, 주소, 토지 면적(전용면적, 공용면적), 지목, 토지사용
기간, 토지 사용 원인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소유권 정보 부분 : 건축물 표시, 건축면적, 연면적, 소유권의 형태(단독소
유인지 공유인지), 층수 사항.

☞ 참고) 예전에는 토지사용권증서와 건축물 소유권증서가 분리되어 발급되었으나 Decree 제
88/2009/ND-CP호에 따라 2009.12.10.부터 건축물 소유권 증서는 토지사용권증서로 통일됨.
건물의 각 층 또는 부분은 서로 다른 사람이 소유 가능. 이 경우 건물이 위치한 토지는 건물의 소유
자들의 공동 사용의 대상. 이때 건물의 부분소유자의 토지사용권증서에는 아래와 같이 토지를 공동
사용한다는 취지와, 그 지상 건물의 특정 부분(지하 공간 및 4층의 일부, 5층 내지 9층)을 소유한다
는 취지가 기재됨.
토지사용권자와 토지상의 자산의 소유자는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사용권자의 허
락을 받아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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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건물의 처분을 위해서는 토지사용권자의 동의가 필요.
해당 건물이 처분되는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토지사용권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
계하며, 토지사용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수인은 양도인의 건물 소유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
두 승계함.

3.7 토지사용권 관련 요금
(1) 토지로 인한 재정수입
■ 국가가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는 토지를 할당한 경우 토지사용료와 사용목적 변경의
허가,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인정할 때 발생되는 금액
■ 국가가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 임대료(일시불 선급 또는 매년 임대료 납부)
■ 토지 사용세
■ 토지사용권 이전에 대한 소득세
■ 토지법의 행정적 위반에 대한 규제로 인한 수입
■ 토지의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에게 하는 배상
■ 토지의 사용, 관리 중 발생한 공과금, 행정요금

토지 사용자가 금전 지급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혹은 금전 지급의무가 기타
의무와 상계된 경우, 임대료를 매년 납부하는 토지 임대의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사
용자는 법에 따른 금전 납부의무를 이행한 다음에야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토지
부착 기타 자산의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예]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 할당
외국인 투자기업(FIE)에 국가가 토지를 할당했다면 외국인 투자기업(FIE)은 토지사용료를 납부
한 후에만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토지부착 기타 자산의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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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투자기업(FIE)의 토지사용료, 토지 임대료의 면제, 감경 적용 대상
- 생산, 경영 목적으로 투자법에 따른 투자 우대되는 구역이나 지형 지역 상의 토지
사용. 단, 상행위를 위한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는 제외.
- 주택법 규정에 따른 공공지원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 공항 제반 시설의 건축을 위한 토지 사용. 항공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제반 시설의 건
축을 위한 토지 사용

3.8 토지사용기간
토지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자는 안정적 장기간 또는 한정적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 가
능함.

(i) 안정적 장기간
- 가구 또는 개인이 거주지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공동체가 농경지로 사용하는 경우 등 일부 특정 사례에 적용
‘안정적 장기간’의 법률적인 정의는 없으나 토지법에 따라서 국가가 환수하지 않
는 한 토지 사용자가 한정적 사용기간 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
됨(국방이나 안보 목적으로 한 토지 환수, 국익 또는 공익의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토지 환수, 토지법 위반으로 인한 토지 환수 등). 대한민국 법률의 “소유권”과 유사
한 것으로 이해

(ii) 투자 프로젝트 실시를 위해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FIE)은 한정적인 기간 동안
만 토지를 사용가능함.

☞ 외국인 투자기업(FIE)의 토지 사용기간 :
투자 프로젝트 혹은 토지 할당ㆍ임대 신청서에 기초하여 결정하되, 그 사용기간은 50년을 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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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음. 다만,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로서 투자자
본 회수가 더뎌서 보다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토지 할당ㆍ임대기간은 70
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간 만료 후에도 외국인투자기업(FIE)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는 본 단락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지 사용기간의 연장을 검토함.

■ 외국인투자기업(FIE)이 매도용, 매매와 임대가 결합한 용도 혹은 임차 만기 구매용
주택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를 할당받은 경우
토지사용기간은 프로젝트의 기간에 따라 결정함.
토지사용권이 결합된 주택을 매수하는 자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 가능함.
외국인투자기업(FIE)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토지를 국가로부터 받을 때 외국
인투자기업(FIE)은 상기 (ii)에서 언급되었듯이 한정적 기간 동안만 프로젝트 부지
를 사용 가능함.
그런데, 상기 (i)에 따르면 개인, 가구가 사용하는 주거지는 장기간 안정적 기간이
적용. 따라서 개인/가구가 외국인투자기업(FIE)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후의 해당
개인/가구의 사용권에 따른 토지 사용기간은 안정적 장기간이 됨.

  “공동사용권”의 개념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아파트 프로젝트(한 건물의 일부 층은 상업센터, 사무실로 다름 층은 아파
트로 사용되는 경우)의 토지 사용제도 및 토지 사용기간  
- 아파트 소유주, 아파트 건물의 상업 센터 소유주, 사무실 소유주가 아파트 건물 토지의 공동
토지사용자임.
소유주의 토지사용권은 분할할 수 없는 공동 사용권임(사용자가 한 명의 소유주만을 위해서
토지를 단일 부지로 국가 기관에게 분할할 것을 요청할 수 없음을 의미).
(예) 토지사용권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공동 토지사용권이라면 남편과 아내는 두 개의 부지로
나눌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1개 부지는 남편 소유, 나머지 1개 부지는 아내 소유가 됨.
그러나 아파트 건물의 경우 부지 분할이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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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주는 소유 비율에 따라서 건축물 토지사용권에 관한 권리를 보유.
토지사용권 비율은 건물 총 연면적 중 해당 소유주가 보유한 아파트/ 상업 구역/ 사무실 구역
의 면적 비율임.
건축물의 토지사용권에 대한 사용, 처분은 토지사용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소유주가 결정하
지만 공동체의 공익에 부합해야 하고 법을 따라야 함. 따라서 토지사용권의 과반수를 보유한
소유주가 토지사용권을 처분할 권리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한국의 공동 소유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결과가 발생함.
- 소유주마다 장기간 안정적 토지 사용기간의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토지부착 기타 자산
의 토지사용권증서 1부를 수령.
건축물의 상업 센터, 사무실 소유주 조차도 장기간 안정적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 가능. 상업
용 토지에 만들어진 상업 센터나 사무실 건축물의 토지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한정적(예,
50년)이므로 이는 유리한 조건이 됨.

3.9 토지 임대와 토지 할당의 차이
국가는 (i) 관할 국가기관이 승인한 군현의 연간 토지 사용계획, (ii) 투자 프로젝트나
토지 할당 또는 토지 임대 신청서에서 제기된 토지사용 소요를 근거로 해서 토지의 임
대, 할당을 결정.
해당 부지에 대해서 투자자가 제안한 토지 임대나 토지 할당의 목적이 관할 국가기관
이 승인한 부지의 계획 목적에 부합해야 함을 의미함.

(예) 국가가 병원 건축을 목적으로 한 부지 계획을 승인했다면 투자자는 주택 프로젝
트를 위한 토지할당이나 상업 센터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임대를 요청할 수 없음.

토지 사용목적에 따라서 단체/개인은 토지임대 또는 토지 할당 형식으로 토지를 받는
데, 이는 단체/개인이 스스로 토지사용 형태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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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목적을 토대로 국가는 토지를 할당할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를 결정.
토지 임대의 경우 단체/개인이 일시불 선급(토지 임차료 전액을 토지사용권, 주택소
유권 및 토지부착 기타 자산의 토지사용권증서 발급 전에 납부), 매년 대금 납부(토지
임차료를 토지 임차기간 동안 매년 납부) 중 선택 가능.

☞ 토지 임대와 토지 할당의 차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 받았든 할당받았든 토지사용료를 일시 납부한 토지 사용자의 권리의무는
동일함.
다만, 토지 할당은 주거 및 분묘 용도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임대는 상업 용도를 위해 이루어
진다는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사용료 산정 방식이 달라질 뿐임.
토지 할당의 경우 토지사용료(Decree 제45/2014/ND-CP호)
토지사용료 = 토지 단가 x 토지면적 – 토지사용료 인하분(해당 시) – 토지 정리 비용 보상분(해당 시)
토지 단가 : 각 성의 인민위원회가 결정.
토지 임대의 경우 토지임차료(Decree 제46/2014/ND-CP호)
토지임차료 = 토지 단가 x 토지면적
토지 단가 : 각 성의 인민위원회의 의견 등 각종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성 세무 국장이 결정.
토지 임대의 경우 국가가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임대 결정을 내린 다음에 국가와 토지 사용자가 토
지임대차계약을 체결.
토지 할당의 경우 국가가 토지사 용자에게 토지 할당 결정만을 내리고 추가적인 계약을 하지 않음.
상기 결정을 받은 후에 토지 사용자가 금전적 의무를 완수하면(토지 할당의 경우 - 토지사용료 납
부, 토지 임대의 경우 - 토지임차료 납부)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토지부착
기타 자산의 토지사용권증서를 수령.

3.10 토지 임대 또는 할당의 사례
토지 할당, 토지 임대의 구체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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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사용료 면제 토지 할당
단체/개인이 다음의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국가는 토지사용료를 부과
하지 않고 토지를 할당
■ 가구, 개인이 농업생산, 임업, 수산업 또는 제염업과 직접 연관되어 있고 법률에서
규정된 할당량 내에서 농지를 할당 받음.
■ 보호용 삼림지, 특수용도 삼림지, 삼림 조성지, (국가기관의) 사무실 건축에 사용하
는 토지, 국방/안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비영리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사업 목적이 없는 공동묘지, 묘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사용하는 자
■ 재정적 자율은 없지만 업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공익 단체
■ 국가 프로젝트에 따라서 재정착을 목적으로 한 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
하는 단체
■ 법률에서 규정한 농경지를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비농경지를 사용하는 종교단체

☞ 외국인투자기업(FIE)은 토지사용료가 면제되는 토지 할당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토지사용료 부과 토지 할당
단체/개인이 다음의 목적으로 토지 사용을 제안하면 국가는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고
토지를 할당
■ 주거지를 할당받은 가구, 개인
■ 매도용, 매매와 임대가 결합한 용도 혹은 임차 만기 구매용 주택을 건립하는 프로
젝트를 위한 토지를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서 할당 받은 지역 기업
■ 매도용, 매매와 임대가 결합한 용도 혹은 임차 만기 구매용 주택을 건립하는 프로
젝트를 위한 토지를 할당 받은 해외 거주 베트남인, 외국인 투자회사
■ 기반시설 부속 토지사용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공동묘지, 묘지의 기반시설 투자 프
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를 할당받은 지역 기업

☞ 외국인투자기업(FIE)은 매도용, 매매와 임대가 결합한 용도 혹은 임차 만기 구매용 주택을 건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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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로젝트를 위해 토지를 할당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 토지만을 받을 수
있음.

(3) 토지 임대
토지 임대의 경우 토지 사용자는 토지임차료 일시불 선급, 매년 대금 납부 중에서 선
택 가능.
일시불 선급, 매년 대금 납부를 결정하는 조건은 없고, 토지 사용자의 선택에 따름.
다만, 토지 사용자가 매년 대금 납부로 토지를 임차할 경우 토지임대료 일시불 선급으
로 전환 등록할 수는 있으나 반대는 허용되지 않음.

단체/개인이 다음 목적으로 토지 사용을 제안하면 국가는 이들에게 토지를 임대 :
■ 농업생산, 임업, 수산업 또는 제염업을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개인
■ 법률에서 규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농경지를 계속해서 사용하길 원하는 가구, 개인
■ 비농업 생산, 영업을 위한 토지, 광업 활동에 사용하는 토지, 건축자재 및 도기 생
산에 사용하는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개인
■ 사업 목적으로 공동체(공익사업) 건물 시공을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개인
■ 농업생산, 임업, 수산업, 제염업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을 위한 토지, 비농업 사업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 사업 목적으로 공동체(공익사업) 건물 시공을 위해서 사용
하는 토지, 임대주택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토지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 해외
거주 베트남인, 외국인투자기업(FIE)
■ 전문기관 건물 건축을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 재무 자율성이 있는 공
익단체, 해외 거주 베트남인, 외국인투자기업(FIE)
■ 사무실 건립을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해외 외교사절

☞ 외국인투자기업(FIE)이 토지를 농업 사업이나 비농업 사업 또는 (매도가 아닌) 임대 목적의 주택 건
축을 위해서 사용하면 토지 사용 형태는 국가로부터 토지 임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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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토지 사용목적의 변경
베트남의 토지는 토지 사용목적에 따라서 분류함. 즉 토지 사용자는 해당 토지 사용목
적으로만 토지를 사용 가능. 토지 사용자가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길 원한다면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목적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함.
다음의 경우에 토지 사용자가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토지부착 기타 자산의 토지
사용권증서에 토지 사용목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기소에 토지 사용목적 변경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됨.

■ 매년 수확하는 작물에 사용하는 토지를 가축, 가금류, 기타 법에서 허용한 동물 사
육 시설 건축을 위한 토지로 변경
■ 주거지를 비농경 비주거지로 변경

☞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목적 변경 시 관할 국가기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례 :
- 농경지를 비농경지로 변경
- 비주거지 비농경지를 주거지로 변경
- 비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상업 용역을 위한 토지로 변경(예, 제조공장 건축 토지를 상업센터
건립 토지로 변경)

■ 토지 사용목적 변경 절차
- 토지 사용자가 신청 서류를 지역 자원 환경국에 제출
- 지역 자원 환경국이 변경 요구를 평가하여 토지 사용자에게 관련 금전적 의무 납
부를 요청하고 성급 인민위원회에 토지 사용목적 변경 결정을 요청
- 지역 자원 환경국의 요청을 토대로 성급 인민위원회가 토지 사용목적 변경을 결정
- 지역 자원 환경국은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목적이 수정된 토지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토지부착 기타 자산의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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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 토지 사용목적 변경 절차 소요기간은 15일 이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보다 오래 걸릴
수 있음.

3.12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자의 조건
투자자가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임대, 혹은 국가로부터 투자 프로젝트 시행
을 위해서 토지 사용목적 변경 허가를 받았다면 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재무 능력 조건을 충족해야 함.

(a) 20ha 미만의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총 투자자본금의 20% 이상, 또는
20ha 이상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총 투자자본금의 15% 이상에 해당되는
자본을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서 보유함.
(b) 금융기관, 외국은행 지점, 기타 단체, 개인으로부터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자본을
유치할 수 있음.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자의 재무적 능력 요건 충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 조건(a)의 경우 : 투자자가 신규로 투자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 프로젝트 투자등록
증명서 상의 등록 자본금 출자액 및 투자자본금으로 증명. 등록 자본금 출자액(투자
자가 출자하는 자본금)은 등록 총투자 자본금(총투자 자본금에는 출자 자본금, 동원
자본금이 포함)의 최소 20% 또는15%.

- 조건(b)의 경우 : 투자자에게 투자등록증명서상의 등록 동원 자본금과 동일한 액수
의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시중은행의 의향을 확인시켜주는 해당 시중은행이 발행한
의향서(LOI) 제출을 국가기관이 투자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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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베트남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할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권리와 의무
토지 사용자로써 외국인투자기업(FIE)은 국내 토지 사용자에 비해서 제한된 권리와
의무를 보유. 토지 사용자의 일반적인 권리, 의무 외에도 외국인투자기업(FIE)은 토지
사용형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권리, 의무를 부담함.

① 토지 임대료 연납 임차 시
(a) 양도 : 외국인투자기업(FIE)은 토지사용권이 아니라 임차지 부속 자산을 양도 가능.
임차지 부속 자산을 양도하면 국가는 양수인에게 연간 토지임대료를 받고 토지를
임대
(b) 담보 제공: 외국인투자기업(FIE)은 임차지 부착자산을 베트남에서 허가를 받은 금
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즉 외국인투자기업(FIE)은 기타 국
내 개인, 단체나 외국 금융기관, 개인, 단체에게 임차지 부착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c) 자본 출자 : 외국인투자기업(FIE)은 토지사용권이 아니라 임차지 부속 자산을 이
용해서 자본금을 출자 가능. 국가는 해당 자산을 남은 기간 동안 사용해서 출자 자
본금 수령인에게 목적이 결정된 토지를 임대
(d) 임대차 : 외국인투자기업(FIE)은 임차지 부착자산을 임차 가능
(e) 주택 프로젝트 관련 권리 : 외국인투자기업(FIE)의 주택 투자, 건설, 상업적 운영
사업이 허가되었다면 외국인투자기업(FIE)은 주택을 임대 가능

나. 토지 임대료 일시불 임차 또는 토지 할당
(a) 양도 : 외국인투자기업(FIE)은 토지 사용기간 동안 토지사용권과 임차지 부착자산
모두를 양도 가능
(b) 담보 제공 : 외국인투자기업(FIE)은 베트남에서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토지사용
권과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부착자산을 토지 사용기간 내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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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있음. 즉 외국인투자기업(FIE)은 기타 국내 개인, 단체나 외국 금융기관, 외
국인, 외국 단체에게 토지사용권과 토지부착자산을 담보로 사용할 수 없음.
(c) 자본 출자 : 외국인투자기업(FIE)은 토지 사용기간 동안 사업이나 생산 공동 운영
을 위해서 토지사용권과 토지부착자산 모두를 사용해서 자금을 출자 가능. 법에는
단순히 외국인투자기업(FIE)이 ‘협업(합작)’을 위해서 토지사용권과 토지부착자산
을 출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FIE)은 다른 기업과
협력해야만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토지사용권, 토지부착자산을 해당 자회사에
게 출자할 수 있다고 보임. 외국인투자기업(FIE)이 자체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자회사에게 토지사용권과 토지부착자산을 출자하는 실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d) 임대차 : 외국인투자기업(FIE)은 토지 사용기간 동안 토지사용권, 토지부착자산
모두를 (토지 할당의 경우) 임대 또는 (토지 임대의 경우) 전대 가능
(e) 주택 프로젝트 관련 권리 : 외국인투자기업(FIE)의 주택 투자, 건설, 상업적 운영
사업이 허가되었을 경우 토지임차료를 일시불 선급으로 해서 토지를 임차했다면
주택을 임대 가능, 토지 할당인 경우 주택을 매도, 매매와 임대가 결합된 용도로
매도 가능

3.14 토지사용권을 출자 받은 합작 기업의 권리와 의무
투자자인 베트남 기업이 토지사용권을 출자 하는 합작 기업은 국내 회사와 같은 다음
의 권리, 의무가 있음.

■ 토지임차료를 일시불 선급한 토지 임대 또는 토지임차료를 납부하고 토지를 할당
받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FIE)은 국가에 토지사용권을 증여할 수 있는 권리
가 있고, 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주민공동체에 토지사용
권을 증여하며, 법에 따라서 토지 부착자선 주택을 증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 매년 토지임차료를 지급하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산업단지, 공업집적단지,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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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구역, 첨단기술구역, 경제 구역의 토지와 연계된 기반시설 투자, 건설, 운영사
업의 허가를 받았다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FIE)은 기반시설이 완공된 토지와 관
련해서 매년 토지임차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전대 가능.
다만, 토지는 반드시 다음의 형태여야 함.
-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고 할당받은 토지 또는 전체 임대료를 일시불로 선급하고
임차한 토지로서, 토지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국가예산으로부터 보조받지 아니한
경우
- 사용권을 인수하여 출자한 토지가 매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임차한 토지가 아니
고, 토지사용권 인수 자금에 국가예산의 보조를 받지 아니한 경우

3.15 산업단지, 공업집적단지, 수출가공구역, 첨단기술구역,
경제구역의 토지를 사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FIE)의
권리와 의무
외국인투자기업(FIE)이 산업단지 개발자로부터 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함께 토지사
용권을 전차했다면, 외국인투자기업(FIE)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것과 같은 권리
와 의무를 보유함.
■ 외국인투자기업(FIE)은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토지부착 기타 자산 소유권의
증명서를 수령(기업이 국가가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토지를 전차하고 토지사
용권, 주택소유권 및 토지부착 기타 자산의 토지사용권증서를 받는 유일한 경우임)
■ 산업단지 개발자에게 매년 토지임차료를 지급하고 토지를 전차하는 외국인투자기
업(FIE)은 국가에게 매년 토지임차료를 지급하고 토지를 전차할 때와 동일한 권리
와 의무를 보유
■ 산업단지 개발자에게 전체 임대료를 선급하고 토지를 전차하는 외국인투자기업
(FIE)은 국가에게 전체 임차료를 선급하고 토지를 전차할 때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
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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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토지사용권자의 권리행사 일반 요건
토지 사용자는 다음 요건 하에서 토지사용권을 교환, 양도, 임대, 전대, 상속, 증여, 담
보 제공, 출자 가능
■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토지부착 기타 자산의 토지사용권증서를 갖고 있을 것
■ 당해 토지에 관한 분쟁이 없을 것
■ 판결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류된 상태에 있지 아니할 것
■ 토지 사용기간 중일 것

3.17 토지사용기간 만료 예정인 토지상의 건물 매각
토지상의 건물의 소유 기간은 토지 사용기간과 동일함. 따라서 토지상의 건물(및/또
는 토지사용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잔여 토지 사용기간 동안만 토지상의 건
물을 소유 가능. 토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토지가 회수되는 경우는 보상 대상에 해당
하지도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양수도가 사실상 곤란해짐.

다만, Decree 제99/2015/ND-CP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FIE)이나 외국인이
주거용 건물을 베트남인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베트남인은 해당 주거용 건물을
안정적 장기간 동안 보유 가능

3.18 외국인투자기업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방법
외국인투자기업(FIE)은 토지사용권 양도, 증여 등의 방식으로 다른 개인, 기업으로부
터 토지사용권을 직접 받을 수 없음.
또한, 100% 외국인투자기업(FIE)은 토지사용권을 출자받는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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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없음.
토지법 제169조 제1항 제e호에 의하면 국내 기업, 합작 기업만 토지사용권을 출자받
는 방법으로 토지사용권을 받을 수 있음. 즉 출자받는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받으려
면 해외 투자자가 국내 기업과 협력하여 합작 기업을 설립해야 한다는 뜻임.

외국인투자기업(FIE)이 투자 프로젝트를 자회사에 양도하는 구조(토지사용권, 토지부
착자산 포함)도 가능하지 않음, 이는 건축물 완공 후 투자 프로젝트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임.

(1) 외국인투자기업(FIE)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아서 토지사용권을 받는 경우
토지법 제169조 제1항 제g호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FIE)은 주택을 건축하여 판
매, 임대하는 투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 받는 방법으로 토
지사용권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FIE)은 상기 목적을 위해서만 토지
할당의 형태로 토지를 받을 수 있음.

(2) 외국인투자기업(FIE)이 국가로부터 토지 임대를 통해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법 제169조 제1항 제h호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FIE)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 가능

토지 임대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FIE)은
(i) 농업·임업·제염업·수산업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할 목적으로
(ii) 비농업적인 사업 및 생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iii) 상업적 목적의 공공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iv) 임대용 주택에 관한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할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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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토지 임차 시 연납과 일시납 사이의 선택권
외국인투자기업(FIE)은 임차료를 매년 지급하는 형식과 전체 임차료를 일시불로 선급
하는 형식 중에서 선택 가능

전체 임차료를 선급하는 형식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FIE)은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과 토지부착 기타 자산의 토지사용권증서 발급하기 전에 전체 임차 기간에 대한 토지
임차료 전액을 납부해야 함.

임차료를 매년 지급하는 형식은 외국인투자기업(FIE)이 매년 토지임차료를 내야함.
단 연간 토지임차료는 고정 요금이 아니며, Decree 제46/2014/ND-CP호 제14조
에 따르면 연간 토지임차료의 보장 기간(즉, 토지임차료가 불변하는 기간)은 5년.
초기 보장 기간은 국가가 토지 임대 결정을 내린 날짜부터 산정되며 보장 기간이 끝나
면 세무 당국이 연간 토지임차료를 조정.

3.20 토지사용권을 이용한 자본 출자를 통해서 합작 기업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법 제169조 제1항 제e호에 의하면, 합작기업은 토지사용권을 이용한 자본출자
를 받을 수 있음.

토지법에 합작 기업에 대한 정의는 없음. 단, 토지법 제5조 제7항에 “투자법에 따른
100% 외국인투자기업(FIE), 합작 기업,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양수하거나 기업 간
인수ㆍ합병으로 형성된 베트남 기업을 포함하는 외국인투자기업(FIE)”이라고 되어 있
음. 그러므로 합작 기업은 해외 투자자, 베트남인 투자자 모두가 존재하는 기업을 의
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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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 자본 출자 절차 :
■ 토지 사용자(자본금 출자자)가 토지 등기소에 신청 서류를 제출
■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에 토지 등기소는 (i) 금전적 의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세금
기관에 해당 정보를 보내고, (ii) 합작 기업이 해당 토지의 토지사용자로 기록되게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토지부착 기타 자산의 토지사용권증서를 수정.

3.21 부동산 프로젝트 양수(Project Transfer)를 통해서
외국인투자기업(FIE)이 토지사용권을 받은 경우
부동산 사업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면, 프로젝트 양수인은 양수한 프로젝트와 함께
프로젝트 토지를 취득할 권리가 있음.

외국인투자기업(FIE)이 프로젝트 양수인인 경우 프로젝트 양도인은 관할 국가기관이
프로젝트 양수도를 승인한 후에 국가에 토지를 반환해야 하며, 관할 국가기관은 모든
규정된 서류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프로젝트 양수인에게 프로젝트 부지를 할당, 임
대할지를 결정

☞ 프로젝트 양수인에 대한 토지사용권증서(LURC) 발급 시기 :
법령상으로는 토지사용권증서(LURC, Land Use Right Certificate)발급에 대해서 별다른 지침
이나 기한이 없음. 다만, 부동산 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 프로젝트의 양수인이 외국
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관할 국가기관의 프로젝트 양도 허가 결정이 있은 후 양도인이 국가에 토지
를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 국가기관은 모든 규정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
에 양수인에 대한 토지의 할당, 임대를 결정함.

따라서 베트남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토지 할당 또는 임대 결정은 법령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프로젝트 양수도 승인일로부터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에는 서류 및 행정 작업만이 남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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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서류 및 행정 작업의 기한이나 절차와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베트남 회
사인 양도인이 담당기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절차 진행에 큰 지체가 발생하지는 않음.

이러한 점과 그간의 실무를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프로젝트 양수도 승인일로부터 2개월
내에 토지사용권증서(LURC)가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임.

  [예] 토지사용권증서(LURC) 발급
Quang Ninh성 소재 토지 관련 프로젝트 양수도 건에서 당사자들이 토지사용권증서(LURC)
발급 절차에 착수(2021년 9월)한지 약 2개월 내에(2021년 11월) 토지사용권증서가 발급된
바 있으며. Nghe An성에서도 프로젝트 양수도(PT) 승인일(2020년 1월)로부터 단 1개월 내
에 토지사용권증서가 발급(2020년 2월)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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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민관협력사업법

4.1 민관협력사업법 발달과정
■ 베트남에서 민관협력사업법(“Law on PPP Investment”)의 역사는 개정 외국인
투자법에서 처음으로 건설-운영-양도 (“BOT”)라는 용어가 언급되면서 1992년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1993년 BOT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도를 규정한 정
부 시행령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음.

■ 1997년 6월 18일, 정부는 BOT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관한 Decree 제
77-CP를 공포하였음.

■ 2007년 베트남의 WTO 가입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 사이의 차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내·외국인 투자 제도가 Decree 제78/2007/ND-CP호
로 통합된 후,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두개의 규정-Decree 제108/2009/ND-CP
호와 총리 Decision 제71/2010/QD-TTg 호가 상호 조정없이 한 동안 공존했으
나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은 2015년 Decree 제15/2015/ND-CP호에 의해 해
결되었음.

■ 2018년 5월 4일, 정부는 민관협력사업에 관하여 기존의 Decree 제15/2015/
ND-CP를 대체하는 Decree 제63/2018/ND-CP호를 공포. 민관협력사업법은
2021년 1월 1일 효력을 발생하였으며 기존의 복잡한 법률 체계의 통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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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민관협력사업 관할 기관
다음 관할 기관들은 PPP 투자활동을 관리할 책임, 권한, 의무가 있음 .

(1) 정부
PPP 형태의 투자에 대한 단일화된 국가 관리를 수행하고, 그 권한에 따라 PPP 투자
에 관한 법률 문서를 공포하며 PPP 투자 이행을 점검하고 검사함.

(2) 총리
총리 권한에 따라 PPP 투자에 관한 법률 문서를 공포하고, 국회 또는 총리의 투자정
책 결정 대상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계약 해지 또는 중단을 결정함.

(3) 기획 투자부(MPI,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정부에 앞서 PPP 투자에 대한 단일화된 국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PPP 투자에
관한 법률 문서를 공포하며, PPP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감독, 점검,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무 기관들과 협의함. 또한 PPP 투자에 관한 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
이스를 수립하고 관리함.

(4) 재무부
PPP 형태의 투자를 위한 금융제도에 관한 법률 문서를 공포하고, 국회, 총리, 장관,
또는 중앙관청, 기타 관청이 투자정책 결정권을 가진 프로젝트의 수입 증가 또는 감소
를 분담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함.

(5) 기타 부처, 중앙관청과 기타 기관들
각자 관할하는 부문 및 범위 내에서 PPP 투자를 관리하고 지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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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급 인민위원회
지역 내 PPP 형태의 투자에 대하여 국가관리기관의 역할을 하고, 지역에서 관리하는
PPP 프로젝트의 경우 보상, 부지정리, 지원, 주민 재정착 비용 지불에 관하여 PPP 프
로젝트 기업과 협의함. 또한 부처, 중앙관청, 기타 기관, PPP 프로젝트 기업이 관리하
는 PPP 프로젝트의 경우 이들의 관리 권한 내에 있는 프로젝트의 보상, 지원, 재정착
비용 지불에 관하여 이들과 협의함.

(7) 베트남 중앙지도위원회
PPP 프로젝트 수행이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PPP 프로젝트가 수행
되는 지역 내 커뮤니티에 의한 투자 감독을 관리하고 지도함.

4.3 PPP 프로젝트의 투자 부문 및 규모
(1) 운송 부문
■ 허용 분야 : 도로, 철도, 내륙수로, 해상운송, 항공
■ 최소 투자금 : 1조 5천억 VND(1미국 달러=22,790 VND, 약 6,582만 미국 달러)
■ 시행 사례 : BOT 방식으로 총 투자금 11조1,500억 VND 이상이 남북고속도로의
Dien Chau - Bai Vot 구간에 투자되었음. 해당 프로젝트는 2021년 5월부터 건
설되었음.

(2) 전력망, 발전소 부문
■ 허용 분야 : 재생에너지, 석탄발전, 가스발전(LNG 포함), 원자력발전, 전력망
■ 최소 투자금 : 1조 5천억 VND(1미국 달러=22,790 VND, 6,582만 미국 달러), 재
생에너지는 5천억 VND (약2,194만 미국 달러)
■ 시행 사례 : BOT 방식으로 총 투자금 22조 2천억 VND 이상이 Duyen Hai 2 화
력발전소에 투자되었음. 해당 프로젝트는 2016년 8월부터 건설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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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수도, 정수처리 부문
■ 허용 분야 : 관개, 청정수 공급, 배수, 하수처리, 폐수처리
■ 최소 투자금 : 2천억 VND (1미국 달러=22,790 VND, 약 878만 미국 달러)
■ 시행 사례 : BLT 방식으로 총 투자금 8조 4천억 VND 이상이 West Saigon 폐수
처리장에 투자되었음.

(4) 보건 부문
■ 허용 분야 : 건강 진단 및 치료 시설, 예방 보건관리, 검진
■ 최소 투자금 : 1천억 VND (1미국 달러=22,790 VND, 약440만 미국 달러)
■ 시행 사례 : BTL 방식으로 총 투자금 1조 동 정도가 Nguyen Tri Phuong
Hospital의 Zone3 시설에 투자되었음.

(5) 교육훈련 부문
■ 허용 분야 : 교육훈련 및 직업훈련활동 인프라, 시설, 장비
■ 최소 투자금 : 1천억 VND (1미국 달러=22,790 VND, 약440만 미 국달러)
■ 시행 사례 : BOT 방식으로 총 투자금 2,260억 VND이 District 2 Fitness 센터에
투자되었음.

(6) 정보기술 인프라 부문
■ 허용 분야 : 디지털 정보, 디지털 경제, 공산당 및 국가기관 정보기술의 현대화, 정
보기술의 적용 및 개발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센터, 공유 국가 플랫폼, 앱, 서비
스, 사이버 보안, 시민과 기업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및 서비스, 스마트시티
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 최소 투자금 : 2천억 VND (1미국 달러=22,790 VND, 약 880만 미국 달러) 		
그리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 또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지역
의 운송, 전력망과 발전소, 상수도 및 정수 처리, 정보기술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 총 투자금은 1,000억 VND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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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PPP 분야 제한 및 외국인 투자 제한
(1) PPP법은 대상 분야를 좁혀 효율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단, 사회주택, 직업훈련, 문화, 스포츠, 관광, 농업, 농촌 개발 등 많은 분야가 더 이상
PPP 방식의 개발 대상이 아님.

(2) 외국인 투자자들은 모든 PPP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
단,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되지 않은 부문의 PPP 프로젝트와 국방,
안보, 국가 기밀을 보장하여야 하는 PPP 프로젝트는 제외

4.5 투자자 제안 프로젝트
(1) 투자자가 제안한 PPP 프로젝트의 충족 조건
■ 제안 프로젝트가 PPP 투자 프로젝트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에 부합할 것.
- 투자의 필요성
- 프로젝트가 명시된 대상 부문에 해당하며 최소 총 투자금 이상 일 것.
- 투자 정책이 결정되었거나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승인된 다른 프로젝트와 중복되
지 않을 것.
- 다른 투자 방식보다 더 유리한 조건 일 것.
■ 제안 프로젝트는 권한 있는 기관이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작성 중이거나 다른 투
자자에게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임한 PPP 프로젝트와 중복되지 않을 것.
■ 제안 프로젝트는 국가 사회경제개발계획 및 전략, 토지계획법에 따른 관련 토지계
획에 부합할 것.

(2) 투자자 제안 프로젝트의 경우 공개입찰 또는 경쟁 협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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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투자자 선정 방식
(i) 공개입찰
- 참가하는 투자자의 숫자가 제한되지 않는 투자자 선정 방식
- 경쟁 협의, 수의계약, 특수한 경우의 투자자 선정을 제외하고 모든 PPP 프로젝
트에 적용

(ii) 경쟁 협의
- 프로젝트 수행 요건을 충족하는 최대 3명의 투자자가 참여 가능
- 최첨단 기술에 관한 법에 따라 개발 투자 우선순위에 올라 있는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
- 기술이전에 관한 법에 따라 신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

(iii) 수의계약
- 국방, 안보, 국가 기밀유지를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
-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즉시 대체 투자자를 선정
하여야 하는 프로젝트

(iv) 특수한 경우의 투자자 선정
- 위의 (a), (b), (c)에 명시된 투자자 선정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하고 특수한
조건이 PPP 프로젝트에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은 투자자 선정 계획에 대한 결정
을 위한 제안을 총리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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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일반 PPP 절차 및 소요시간
① PPP 프로젝트 준비
(i)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및 평가와 투자정책 결정 발표
(a)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및 평가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 : 권한 있는 기관이 PPP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위한 근
거로서 PPP 프로젝트의 필요성, 타당성, 효과에 관한 조사 내용을 담은 문서
주무관청 제안 프로젝트의 경우 : PPP 프로젝트 준비 조직이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 정부와 기획 투자부 (MPI)의 평가를 위해 제출
투자자 제안 프로젝트의 경우 : 투자자가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 주무
관청의 평가를 위해 제출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 평가 : 평가 협의회 설치 또는 평가조직 지정
예비 타당성조사 평가 기한 :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의 평가를 위해 유효한 서
류 일체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에서 45일

(b) 투자정책 결정 발표
투자정책 결정 또는 투자정책 승인 (IPA, Investment Policy Approval) : 주
무관청이 PPP 프로젝트 수행의 목적, 입지, 규모, 기간을 승인하는 것, 투자자
또는 투자자 선정 방식,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제재 또는 정책
투자정책 결정 발표 기한 : 주무관청은 투자정책 결정 발표를 위해 유효한 서류
일체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에서 20일 이내

(ii)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및 평가와 PPP 프로젝트 승인
(a) 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평가
타당성조사 보고서 : 권한 있는 기관이 PPP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위한 근거로
서 PPP 프로젝트의 필요성, 타당성, 효과에 관한 조사 내용을 담은 문서
타당성조사 보고서 제출처 : PPP 프로젝트를 제안한 주무관청 또는 투자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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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협의회 또는 평가조직에 제출
타당성조사 보고서 평가 기한 : 타당성조사 보고서의 평가를 위해 유효한 서류
일체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에서 90일

(b) PPP 프로젝트 승인
총리, 장관, 중앙관청 또는 지역 관청의 대표,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각자
자신의 권한에 따라 PPP 프로젝트 승인
PPP 프로젝트 승인 기한 : PPP 프로젝트 승인을 위해 유효한 서류 일체를 수
령한 날로부터 15일에서 20일

(iii) PPP 프로젝트 정보 공개
PPP 프로젝트 정보 공개 기한 : 투자정책 결정 또는 PPP 프로젝트 승인 발표로부
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은 PPP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실시

② 투자자 선정
(i) 최종 후보 명단의 선정
최종 후보 명단 : 사전 자격심사가 있는 공개입찰의 경우 사전 자격심사를 통과한
투자자 명단 또는 경쟁 협의에 참가하도록 초청된 투자자 명단
(a) 입찰 초청
●

사전 자격심사가 있는 공개입찰 방식을 적용하는 PPP 프로젝트 : 입찰심사관
은 사전 자격심사 초청 서류를 주무관청의 승인을 위해 제출

●

경쟁 협의를 적용하는 PPP 프로젝트 : 경쟁 협의 초청 서류를 주무관청의 승인
을 위해 제출

●

주무관청의 승인 및 초청 서류 공개 : 주무관청 승인 이후 사전 자격심사 초청
통지와 동시에 사전 자격심사 초청 서류를 공개하거나,

●

입찰심사관이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입찰 초청장을 게시하는 것과 동시
에 협의 초청 서류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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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자격심사 초청 서류 : 입찰심사관이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근거로서 투자
자의 역량과 경험에 대한 요건을 명시한 모든 문서

●

초청 통지 또는 입찰 초청장 게시 기간 : 프로젝트 수행 경과에 따라 입찰심사
관이 사전 자격심사 초청 통지 또는 입찰 초청장을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
에 게시하는 기간을 단독 재량으로 결정

(b) 사전 자격심사 참가 서류 또는 경쟁 협의 참가 서류 제출
●

투자자는 사전 자격심사 초청 서류 또는 협의 초청 서류 요건에 따라 사전 자격
심사 참가 서류 또는 경쟁 협의 참가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심사관에게 제출.

●

사전 자격심사 참가 서류 : 사전 자격심사 초청 서류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투
자자가 작성하여 입찰심사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

●

사전 자격심사 참가 서류 또는 경쟁 협의 참가 서류 작성 및 제출 기간 :
- 사전 자격심사 참가 서류의 작성 기간 : 사전 자격심사 초청 서류가 게시된 첫
날부터 입찰 마감일까지의 기간을 지칭하며 최소 30일.
- 경쟁 협의 참가 서류의 작성 기간 : 경쟁 협의 초청 서류가 게시된 첫날부터
입찰 마감일까지의 기간, 국내 투자자를 선정하는 경우 최소 30일, 해외 투자
자를 선정하는 경우 최소 45일

(c) 사전 자격심사 참가 서류 또는 경쟁 협의 참가 서류의 평가
●

사전 자격심사 참가 서류 또는 경쟁 협의 참가 서류는 최종 후보 명단에 올릴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심사관이 평가함.

●

사전 자격심사 참가 서류 또는 협의 참가 서류의 평가 기한 :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와 타당성조사보고서 준비 조직이 제시함.

(d) 최종 후보 명단의 평가 및 승인
●

공개입찰 방식을 적용하는 프로젝트 : 입찰심사관이 사전 자격심사 결과의 평
가 및 승인을 위해 주무관청에 제출하며, 주무관청은 입찰심사관이 사전 자격
심사 결과를 승인하도록 위임 가능.

●

경쟁 협의 방식을 적용하는 프로젝트 : 경쟁 협의 참가 서류의 평가 결과에 근
거하여 입찰심사관은 경쟁 협의 및 협의 계획에 참가하게 될 투자자들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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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명단을 승인
●

최종 후보 명단의 평가 및 승인 기한 : 사전 자격심사 결과 또는 경쟁 협의 참가
서류의 평가 및 승인 기한은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와 타당성조사보고서 준비
조직이 제시함.

(e) 최종 후보 명단의 공개
●

사전 자격심사 대상 프로젝트 : 사전 자격심사 결과가 승인된 후 입찰심사관은
투자자에게 사전 자격심사 결과를 통지하고 동시에 최종 후보 명단을 국가 입
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게시함.

●

경쟁 협의 대상인 프로젝트 : 입찰심사관은 최종후보 명단을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게시. 최종 후보 명단에 오른 투자자는 경쟁 협의에 참가하도록 초청

●

최종 후보 명단 공개 기한 :

- 입찰심사관이 입찰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에게 우편, 팩스, 이메일로 사전 자격
심사 결과 통지 및 최종후보 명단을 보내는 기한 : 해당 결과 및 최종후보 명단
승인으로부터 최대 5영업일 이내
- 입찰심사관이 최종후보 명단을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게시하는 기한 :
최종 후보명단 발표일로부터 최대 10일 이내

(ii) 투자자 선정
●

국내 투자자 선정 : 공개입찰, 경쟁 협의, 수의계약 또는 총리의 결정에 따라 특
수한 방식으로 실시되며, 베트남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자들만 참가자격 있음.

●

해외투자자 선정 : 공개입찰, 경쟁 협의, 수의계약 또는 총리의 결정에 따라 특
수 한 방식으로 실시되며,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자와 베트남 법에 따라 설
립된 투자자 모두 참가 자격이 있음.

●

투자자 선정 시 사용언어
국내 투자자 선정 : 베트남어
해외투자자 선정 : 영어 또는 영어와 베트남어

(a) 입찰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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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입찰 또는 경쟁 협의 방식을 적용하는 프로젝트 : 입찰 초청 통지가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게시되며, 동시에 입찰심사관이 투자자들에게 초청
통지를 송부. 입찰 초청 서류는 초청 통지와 동시에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
템에 게시되거나 초청 통지에 명시된 시간에 투자자에게 송부

●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프로젝트 : 입찰 초청 서류가 수의계약 제안 대상인
투자자들에게 배포

●

입찰 초청 서류 :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프로젝트 수행 요건을
명시한 서류 일체를 말하며, 이는 투자자들이 입찰 서류를 준비하고 입찰심사
관이 해당 입찰 서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프로젝트 수행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협상하는 근거

●

입찰 초청 통지 게시기한 : 프로젝트 수행 경과에 따라 입찰심사관은 국가 입
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입찰 초청 통지를 게시하는 기한을 단독 재량으로 결정

(b) 입찰서류 제출
●

투자자는 입찰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심사관에게 제출

●

입찰 서류 작성 및 제출 기한 :

- 공개입찰 및 경쟁 협의 대상인 프로젝트 : 입찰 초청 서류가 게시된 첫날로부터
입찰마감일까지 계산하여 국내투자자를 선정하는 경우 45일에서 60일, 해외
투자자를 선정하는 경우 60일에서 90일
- 수의계약 대상인 프로젝트 : 입찰 초청 서류가 게시된 첫날로부터 입찰 마감일
까지 계산하여 국내 투자자를 선정하는 경우 최소 45일, 해외 투자자를 선정하
는 경우 최소 60일
(c) 입찰 서류 평가 및 투자자 선정
●

입찰심사관이 입찰 서류 평가

●

입찰 서류 평가 기한 :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와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작성
한 준비 조직이 제시

(d) 투자자 선정 결과의 평가 및 승인
●

입찰 서류 평가 결과에 관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입찰심사관은 투자자 선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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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평가 및 승인을 받음. 투자자 선정 결과 통지를 입찰
에 참가한 투자자들에게 송부
●

투자자 선정 결과의 평가 및 승인 기한 :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와 타당성 조
사 보고서를 작성한 준비조직이 제시함.

(e) 투자자 선정 결과 발표
●

투자자 선정 결과는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부,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
에 공개 게시

●

투자자 선정 결과 통지 내용
- 프로젝트명, 입지, 규모
- 입찰을 따낸 투자자의 이름
- 계약 종류
- 최첨단 기술 또는 신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및
프로젝트 승인 기한
- 프로젝트의 총 투자금 및 자금 조달원의 구조
- (해당하는 경우) 공공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과 수수료, 건축물 및 인프라 시
스템의 건설을 위해 제공된 공적자금, 국가예산으로의 송금 또는 계약 이행
기간, 매출 귀속분
- 선정되지 않은 투자자 목록 및 미 선정 이유(공개입찰 또는 경쟁 협의 적용 시)
- 선정된 투자자와의 계약 협상 및 완료, 계약 체결 계획
- (해당하는 경우) 기타 계약

●

투자자 선정 결과 통지 송부 및 게시 기한 :

- 입찰심사관이 입찰에 참가한 투자자에게 투자자 선정 결과를 우편, 팩스, 이
메일로 송부하는 기한 : 투자자 선정 결과의 승인일로부터 최대 5영업일 이내
- 입찰심사관이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투자자 선정 결과를 게시하는 기
한 : 투자자 선정 결과의 발표일로부터 최대 10영업일 이내
●

투자자 선정과정 발생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청원 제출) : 선정 과정에서 발생
한 문제가 확인된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 선정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입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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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또는 주무관청에 청원을 제출. 투자자의 청원을 처리하는 데는 19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음.
(f) 계약 협상 및 계약 체결
투자자 선정 결과에 근거하여 입찰을 따낸 투자자는 계약 협상에 초청되어
PPP 프로젝트 계약 협상 및 계약 체결 실행

☞ 초기 단계부터 주무관청과 협의
위에 나열된 일반 PPP 절차에도 불구하고 PPP법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주무관청과
PPP 프로젝트 초기부터 협의하는 투자자들이 있음. 따라서 PPP 프로젝트 또는 PPP 프로젝
트가 될 만한 프로젝트에 대해 주무관청과 협의를 요청해 보는 것이 유리할 것임.

4.8 PPP 프로젝트 투자자 우대 조건
(1) 투자자 우대 조건
■ 프로젝트 제안 서류가 승인된 투자자 : 입찰 서류 평가금액의 5%에 해당하는 투자
지원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프로젝트 총 투자금의 최소 25% 이상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
해 베트남 국내 하수급 업체를 고용할 것을 약속한 투자자 : 입찰 서류 평가금액의
3%에 해당하는 투자 지원
■ 해외 투자자 선정에 참가한 경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프로젝트 총 투자금의 최
소 25%에 해당하는 국내 상품, 소모품, 재료, 설비를 사용할 것을 약속한 투자자 :
입찰 서류 평가금액의 25%에 해당하는 투자 지원

(2) 투자자 우대 원칙
■ 입찰에 참가하고 하나 이상의 투자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투자자 : 입찰 초청 서
류에 명시된 최고액의 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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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서류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 : 프로젝트 제안 서류가 승인된 투자자들에게 우
선순위 부여
■ 투자 우대 조건 (b)와 (c)에 명시한 투자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투자자들이 계약
체결을 위해 선정되었으나 입찰 서류와 PPP 프로젝트 계약에 명시한 약속을 지키
지 못한 경우 : PPP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벌금 부과

4.9 PPP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재원
(1) 투자자의 자본(Owner's Equity)
■ PPP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투자자의 자본은 PPP 프로젝트 회사의 정관과 PPP 프
로젝트 계약조건에 따라 독립적인 법인 또는 독립적인 법인들이 모인 파트너십 법
인이 실제로 출자한 자본. 투자자는 투입된 공적자금을 제외하고 프로젝트 총 투자
금의 최소 15%를 투자자의 자본으로 출자하여야 함.
■ 투자자와 PPP 프로젝트회사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자본을 출자
하고 차입 자본 및 기타 합법적인 자본을 조달하여야 함.
■ 투자자와 PPP 프로젝트회사는 계약에 서명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금조달
을 완료하여야 함.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있지만, 국회나 총리가 투자정책을 결정한
프로젝트의 경우 18개월 이내

(2)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담보 제공
■ 차입에 따른 자금조달
투자자는 PPP 프로젝트를 위해 PPP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i) 차입, (ii) 채권 발행
또는 (iii) 다른 합법적인 자금조달(아직 정의가 없음)이 가능.
채권 발행 및 다른 방식의 차입을 통해 동원되는 자금을 포함한 총 차입금은 PPP
프로젝트 계약에 명시된 총 차입금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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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차입 : 은행 차입 담보는 PPP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해당 PPP 프로젝트로 인해 예상되는 수
익, 사용료를 받을 권리 등이 제공 가능

■ 채권 발행
(i) PPP 프로젝트 회사는 PPP 프로젝트를 수행할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會
社債)를 발행할 수 있고 해당 회사채를 상환 가능.
(ii) PPP 프로젝트 회사는 PPP 프로젝트 계약 체결 후, 비전환사채 또는 무보증사채
의 사모발행(私募發行)만 실시 가능. PPP 프로젝트 회사는 전환사채와 보증사채
를 발행할 수 없음.
(iii) 채권 발행 충족 조건
-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본 금액 : PPP 프로젝트 계약에 명시한 차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본은 PPP 프로젝트 계약에 따른 프로젝트 수행 이외
의 목적이나 기업의 채무조정 목적으로 사용 불가
- PPP 프로젝트 회사는 채권 매입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에스크로우 계좌
(Escrow Account)를 개설해야 함.

4.10 출자지분 양도 제한
(i) PPP 프로젝트 회사가 투자자들의 파트너십에 의해 설립된 경우, 회원들은 지분
또는 출자 자본을 상호 간에 양도할 수 있는 권리 보유. 그러나 파트너십 대표 투
자자는 총 자본의 최소 30%, 다른 각 투자자는 최소 15%를 보유해야 함.
(ii) PPP 프로젝트에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 건설공사 완료 후, 또는 프로젝트에 건
설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운영 단계 개시 후, 투자자는 자신의 지분 또는 출
자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 보유
(iii) 출자지분 양도 충족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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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체결된 PPP 프로젝트 계약의 수행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b) 관련 법 조항을 준수하는 경우
(c) PPP 계약체결기관이 승인한 경우
(d) 대주와 파트너십 회원들(투자자들이 파트너십을 이룬 경우)이 승인한 경우
(iv) 출자지분 양수인의 충족조건
(a) 양도받을 권리가 제한되지 않은 경우
(b) PPP 프로젝트 계약 및 관련 계약을 수행할 재정적, 관리적 역량을 보유한 경우
(c) PPP 프로젝트 계약 및 관련 계약에 따라 계속해서 양도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경우
(v) 만약, 위에 규정한 양도가 사업 등록 내용에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PPP 프로젝
트 회사는 기업법의 관련 조항을 이행해야 함.

4.11 투자 혜택 조건
투자자와 PPP 프로젝트회사는 세금, 토지, 투자에 관한 법과 기타 관련법에 따라 세
금, 토지사용료, 토지임차료에 관한 투자 지원 및 기타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법인세 우대 혜택
프로젝트 종류와 입지에 따라 법인세 우대 혜택 수령
- 법인세율 인하 지원 : 10%에서 20%(총 프로젝트 수행 기간에 대하여 15년 이내)
- 법인세 면제 기간 : 최대 4년간
- 법인세 감면 기간(50% 감면) : 최대 9년간
■ 토지임차료 우대 혜택
토지 임차계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근 3년간 주무관청이 승인한 프로젝트에 따
라 토지임차료는 기본 건설기간 동안 면제. 기본 건설기간 동안은 면제 혜택을 받
은 후, 투자자들은 프로젝트의 종류와 입지에 따라 3년에서 15년 동안 토지임차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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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공적자금 투입
베트남 PPP 법은 다음의 경우 공적자금 투입을 허용함.
(a) 재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축단계에서 건설 또는 인프라 설치를 위해 PPP 프로
젝트 계약에서 규정된 경우
(b) 토지보상, 이주 지원, 임시시설 설치를 위한 지급
(c) BLT, BTL에 따라 공공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PPP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지급
(d) 위험분담제도에 따라 매출 감소 시 지원금 지급
(e) 주무관청의 PPP 프로젝트 예비 타당성 조사,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한 비용 지급
(f)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평가 협의회, 평가 조직의 비용 지급
단, (a)와 (b)의 경우 투입되는 공적자금 한도 : 총 투자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PPP 프로젝트와 다른 형태의 프로젝트가 혼합된 경우 공적자금 투입 비율은 각 부분
의 총 투자금을 감안하여 결정됨.

4.13 위험분담제도
PPP 법은 PPP 프로젝트 회사와 국가 간의 다음과 같은 매출과 관련한 위험 분담 방
법 제공
(a) PPP 프로젝트의 실제 매출이 예상 매출액의 1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의 1/2은
국가에 귀속됨. 매출 초과분에 대한 감사원 확인 필요, 그리고 PPP 프로젝트 계약
기간의 수정도 필요. 국가에 귀속되는 부분은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
(b) PPP 프로젝트의 실제 매출이 예상 매출액의 75%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분의 1/2
은 국가에서 부담. BOT, BTO, BOO의 경우에만 적용. 그리고 관련 정책, 법령,
계획 등의 변경이 매출 미달을 초래했어야 하고 공공 물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인
상, PPP 프로젝트 계약 수정 등 다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미달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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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경우에 한정함. 매출 미달에 대한 감사원의 확인 필요. 국가에서 지원 받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위 방식 적용을 위해 매년 계약체결기관과 PPP 프로젝트 회사는 실제 연간 매출 및
PPP 프로젝트 계약상 예상 매출을 비교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 물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PPP 프로젝트 계약기간을 조정함.
위험분담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계약체결기관은 감사원에 매출 초과 또는 미달 및
분담 금액에 대한 감사를 요청함.
●

매출 초과 시 : PPP 프로젝트 회사는 감사보고서 발급 후 60일 내에 국가 귀속분을 납입

●

매출 미달 시 : 해당 주문 관청 또는 계약체결기관은 중앙 또는 지방 재무부에 위험
분담을 요청, 총리 또는 지방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요청 제출 후 60일 내
에 국가분담금을 PPP 프로젝트회사에 지급

●

위험 분담 방법 효과 : 투자자가 PPP 프로젝트로 인해 부담하는 위험을 감소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 가능하게 하지만, 매출 미달 시 적용되는 요건이 까다로우므
로 유의해야 함. 또한, 매출 수준에 따른 PPP 프로젝트 계약기간 변경이 먼저 고려
된다는 점에 유의할 것.

4.14 송금 환전
투자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BOT, BTO 등을 포함한 직접투자로 인해 받은 배
당, 차익 등을 환전하여 외국으로 송금 가능
단, 베트남 정부에 대한 재무적 책임을 완수하고 세무신고 등을 완료하였으며 감
사받은 재무제표가 이월된 누적 손실이 없어야 함. 그리고 직접투자 계좌(Direct
Investment Account)를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
베트남 정부는 PPP 프로젝트 회사가 자본거래, 이익 송금, 대출 상환 등 합법적으로
필요로 하는 외환이 부족한 경우, 베트남 동화(VND) 기준으로 계산된 비용을 제외한
매출액의 30%까지 보장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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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PPP 프로젝트 투자자 선정 기준
(1) 투자자 선택 충족 요건
- 유효한 입찰 서류를 갖춘 경우
- 역량 및 경험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기술적 문제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재정적/상업적 문제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입찰 서류가 1위를 기록한 경우

(2) 평가점수 및 계산 방법
(a) 역량 및 경험에 대한 평가
입찰 초청 서류에 명시한 대로 100점 또는 1,000점 만점의 점수로 평가
(b) 기술적 문제에 대한 평가
입찰 초청 서류에 명시한 대로 100점 또는 1,000점 만점의 점수로 평가하거나
“합격” 또는 “불합격” 방식으로 평가
(i) 100점 또는 1,000점 만점의 점수제 방식의 기술평가 기준 수립
일반 기준과 상세 기준에 대하여 각각 최저점과 최고점을 정하고, 최저점 이상
이면 투자자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 최저점은 총 기술 점수의 70%보다
낮으면 안 됨.
각 투자자의 항목별 기술 점수는 최고점의 60% 보다 낮으면 안 됨.
(ii) "합격“ 또는 ”불합격“ 방식의 기술평가 기준 수립
기술평가 각 기준에 대한 요구사항의 정도를 정하고, 일반 기준 및 기본적인
상세 기준의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등급만 사용함. 기본적이지 않은 상세
기준의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등급 외에도 총 상세 기준의 최대 30%에
대하여 “만족” 등급을 사용할 수 있음.
(c) 재정적 또는 상업적 문제에 대한 평가
입찰 초청 서류에 명시한 비교 및 순위 방식으로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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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초청 서류는 공공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과 수수료에 대하여 하나 또는 다수
의 복합 기준, 건축물 및 인프라 시스템 건설을 위해 제공되는 공적자금에 관한 기
준, 사회적 이익과 국가적 이익에 관한 기준 등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정한 후 재정
적 또는 상업적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들을 비교하고 순위 평가.
1위로 평가된 투자자가 입찰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됨.

4.16 현지 PPP 프로젝트회사 설립
(a) 투자자 선정 결과를 승인하는 결정이 내려진 후, 투자자는 PPP 프로젝트 계약 체
결 및 수행 만을 목적으로 하는 PPP 프로젝트 회사를 유한책임회사 또는 비공개
합자회사의 형태로 설립. 사업등록을 위한 신청 서류에는 기업법에 따른 내용과
투자자 선정 결과를 승인하는 결정 등이 포함됨.
(b) PPP 프로젝트 회사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c) PPP 프로젝트 회사의 설립, 관리, 운영, 청산, 파산은 기업법과 기타 관련법, PPP
프로젝트 계약을 준수

4.17 PPP 프로젝트 계약 방식의 종류
예상 PPP 계약 방식 종류는 프로젝트를 제안한 주무관청 또는 프로젝트를 제안한 투
자자에 의해 PPP 프로젝트의 제일 첫 번째 단계에 작성되는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
에서 결정됨. PPP 계약 방식 종류는 총 7가지가 있음.
(a) BOT 계약
BOT 계약이란 투자자와 PPP 프로젝트 회사에게 특정 기간 동안 건축물 및 인프
라 시스템을 건설하고 조달하며 운영할 권리가 주어지고.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투자자와 PPP 프로젝트 기업은 해당 시설을 국가에 양도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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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TO 계약
BTO 계약이란 투자자와 PPP 프로젝트 회사에게 건축물 및 인프라시스템을 건설
할 권리가 주어지고, 공사 완료 시 투자자와 PPP 프로젝트 기업은 이를 국가에 양
도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보유하는 계약
(c) BOO 계약
BOO 계약이란 투자자와 PPP 프로젝트 회사에게 특정 기간 동안 인프라 시스템
과 건축물을 건설, 소유, 조달, 운영할 권리가 주어지는 계약. 해당 기간이 만료되
면 투자자와 PPP 프로젝트 회사는 계약을 해지함.
(d) O&M 계약
O&M 계약이란 투자자와 PPP 프로젝트 회사에게 특정 기간 동안 기존 인프라 시
스템과 건축물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할 권리가 주어지는
계약.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투자자와 PPP 프로젝트 기업은 계약을 해지함.
(e) BTL 계약
BTL 계약이란 투자자와 PPP 프로젝트 회사에게 인프라 시스템과 건축물을 건설
할 권리가 주어지고, 완료 시 국가에 이를 양도하며 투자자 및 프로젝트 회사는 해
당 시설을 정해진 기간 동안 운영하고 이용함으로써 공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할 권리를 갖는 계약체결기관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투자자와 PPP 프로젝트
회사에 이용 대금을 지불
(f) BLT 계약
BLT 계약이란 투자자와 PPP 프로젝트 회사에게 건축물 및 인프라 시스템을 건설
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건축물 및 인프라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용함으로써
공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가 주어지고, 계약체결기관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투자자와 PPP 프로젝트회사에 이용 대금을 지불하며, 기간 만료 시 투
자자와 PPP 프로젝트 회사는 해당 건축물 및 인프라 시스템을 국가에 양도함.
(g) 혼합 계약
혼합 계약이란 위에서 규정한 계약 종류를 혼합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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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계약 방식별 이용료 청구방법
계약방식

사용자 지급형 PPP

BOT

○

BTO

○

BOO

○

O&M

○

정부 지급형 PPP

BTL

○

BLT

○

단, 기존 시설 또는 인프라를 개선, 업그레이드, 확장 등을 하는 경우, BOT, BTO, BOO, O&M 방
식은 적용 불가.

4.18 PPP 프로젝트 계약 협상 및 체결
(1) 계약 협상
■ 투자자 선정 결과에 근거하여 입찰을 따낸 투자자는 협상에 참가하여 PPP 프로젝트
계약을 확정. 입찰을 따낸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협상과 계약 확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으로 명시된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
■ 계약 협상 원칙
- PPP 프로젝트 계약 협상은 입찰 서류의 기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투자자는 입찰심사관이 입찰 초청 서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근거로 사용
한 입찰 서류의 기본적인 제안 내용을 변경, 철회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음.
단, 투자자가 제안한 변화가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더 높이는 경우는 제외.
■ 계약 협상 내용
(i) 분명하지 않은 내용에 관한 협상
(ii) 입찰 초청 서류와 입찰 서류 간에 불일치하는 내용에 관한 협상
(iii) 입찰 서류 중 생략된 기본 내용에 관한 협상, 오류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문서의 제공에 대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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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프로젝트의 상세 내용을 완료하기 위하여 투자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슈에 관한 협상
(v) 기타 필요한 내용에 관한 협상

(2) 계약 체결
■ 계약은 투자자 선정 결과에 대한 승인 결정, 계약 협상 결과, 유효한 입찰 서류, 계
약에 서명하는 시점까지 투자자의 역량에 관한 최신 정보, 입찰 초청 서류에 근거
하여 체결
■ 투자자와 PPP 프로젝트 회사는 일방 당사자가 되어 계약체결기관과 공동으로 계
약을 체결
■ 투자자들이 파트너십을 이룬 경우 모든 회원들이 직접 계약에 서명날인해야 함.

4.19 PPP 프로젝트 계약 내용
(1) PPP 프로젝트 계약문서 구성
■ 일반 및 특수 조건이 포함된 PPP 프로젝트 계약
■ 계약의 부록(해당하는 경우)
■ 계약 협상 회의록
■ 투자자 선정 결과를 승인하는 결정
■ 선정된 투자자의 입찰 서류 및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 입찰 초청 서류 및 이를 수정, 보완하는 데이터

(2) PPP 프로젝트 계약의 기본 내용
■ 목적, 범위, 입지, 시기, 프로젝트 일정, 건설 기간
■ 계약 기간
■ 기술 요건, 건축물 및 인프라 시스템, 제공 예정인 공공 서비스 및 상품의 품질

2부 법령 분야

| 269

■ 총 투자금, 자금 출처, 프로젝트의 재무계획
■ 토지 및 기타 천연자원의 이용 조건
■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 환경보호 계획
■ 불가항력 사유, 불가항력 사유 대응 계획
■ 인허가 획득 절차 실시 의무
■ 건설 과정 및 건축물과 인프라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의 의무
■ 건축물 및 인프라 시스템의 양도에 관한 절차
■ 계약이행보증
■ 계약 위반 시 배상 및 벌금
■ 정보의 비밀유지, 보고체계
■ 계약의 수정 및 보완
■ 계약의 중도 해지
■ 계약의 종결
■ 투자 지원 및 보증
■ 분쟁 해결
■ 준거법
■ 계약의 효력

4.20 PPP 프로젝트 계약 준거법과 분쟁 해결
(1) 계약 해석 준거법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및 PPP 프로젝트회사 간에 체결한 PPP 프로젝트 계약, 부
록, 기타 관련 서류는 베트남법에 의해 준거됨. 베트남법에 규정되지 않은 문제에 대
해서는 베트남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PPP 프로젝트 계
약 내에 따로 합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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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 해결
No.

분쟁 당사자

1

주무관청, 계약체결기관과 국내 투자자 또는
국내 투자자가 설립한 PPP 프로젝트 회사 간의
분쟁

1

국내 투자자들 간의 분쟁

2

국내 투자자 또는 국내 투자자가 설립한 PPP
프로젝트 회사와 베트남 경제단체 간의 분쟁

3

주무관청, 계약체결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PPP 프로젝트
회사 간의 분쟁

달리 계약으로 합의하거나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베트남 중재소 또는 법원

4

최소 한 명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투자자들 간의 분쟁

5

투자자 또는 PPP 프로젝트 회사와 외국 단체
또는 외국인 개인 간의 분쟁

- 베트남 중재소
- 베트남 법원
- 외국 중재소
- 국제 중재소
- 분쟁 당사자들이 설립에 합의한 중재소

분쟁 해결 기관

베트남 중재소 또는 법원

4.21 PPP 프로젝트 계약의 이행
(1) 건설 단계
(a) 건설 부지의 준비
성급 인민위원회는 토지계획법, PPP 프로젝트 계약 및 관련 계약에 따라 프로젝
트를 수행하기 위한 보상, 지원, 재정착 비용을 지불하고, 토지 할당 또는 임대, 부
지 양도를 위한 절차를 완료하는 것에 관하여 주무관청 및 계약체결기관과의 협의
를 주재함.
(b) 설계 및 건축
타당성 조사 결과 및 PPP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PPP 프로젝트 회사는 설계를 해
야 하며 예상 건축 비용과 함께 건축 특화 에이전시에 평가를 위해 제출. PPP 프
로젝트 회사는 국내 건설사가 능력이 되는 경우 국내 건설사를 쓰는 것이 권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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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외국인 인력은 국내 인력의 능력이 미달할 때만 사용 가능. PPP 프로젝트 회사
는 건설과 관련하여 품질관리, 감독, 테스트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함.
(c) 건설 완료
건설이 마무리된 후 PPP 프로젝트 회사 및 계약체결기관은 건설 비용을 확정하기
위해 BOT, BOO, O&M, BLT 방식의 경우 외부 독립감사업체를 합의하여 선정
하고 BTO, BTL의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함. 혼합 방식의 경우 합의로 방식을
결정함.
PPP 프로젝트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마무리된 건축물, 인프라 등을 인도받은 후
건설 완료 확인 신청을 하고 계약체결기관은 확인절차를 진행함.

(2) 운영 단계
(a) 건축물 및 인프라 시스템 운영
(i) PPP 프로젝트가 O&M 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PPP 프로젝
트 회사는 계약체결기관이 건축물 및 인프라 시스템의 완공을 인증한 날로부
터 건축물 및 인프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자금을 조달 가능.
(ii) PPP 프로젝트가 O&M 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PPP 프로젝트 회사는
PPP 프로젝트 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건축물 및 인프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자금을 조달.
(b) 공공 물품 및 서비스의 제공
건축물 및 인프라 시스템의 운영 및 자금조달 과정에서 PPP 프로젝트 회사의 의무:
(i) 계약에 따라 공공 서비스 및 물품을 제공할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
(ii)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건축물 및 인프라 시스템의 사용을 보장.
(iii) PPP 프로젝트 회사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및 물품은 모든 사용자에게 동등
한 대우를 제공, 공공 서비스 및 물품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iv) PPP 프로젝트 회사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및 상품의 사용자로부터 피드백
을 받고 즉시 처리.
(v) 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계약에 규정한 설계 및 프로세스에 따라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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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및 인 프라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확인
(c) 공공 물품 및 서비스의 가격
공공 물품 및 서비스의 가격 책정 및 조정에 대한 사항은 투자자의 자금 회수 및
이익 창출 등을 포함한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PPP 프로젝트 계약에
명시. 관련 법령 등에 맞추어 최초 가격 및 추후 일정 기간에 따라 변동되는 가격 등
이 명시되어야 하며 가격을 구성하는 사항에 대한 계산 및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
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최소 10일 전에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공표해야 하며 PPP 프로젝트 회사는 변동된 가격을 공공 물품 또는 서비스가 제
공되는 곳에 전시해야 함.
(d) 감사 및 품질관리
(i) PPP 프로젝트 회사는 PPP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공공 서비스 및 물품의 품질
을 보장하 고 책임을 부담함.
(ii) 계약체결기관은 PPP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PPP 프로젝트 기업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및 물품의 품질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
(iii) 계약체결기관은 공공 서비스 및 물품의 품질이 PPP 프로젝트 계약에 명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PPP 프로젝트 회사에 문제를 시정
할 것을 요구하고, PPP 프로젝트 회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문제 해결
을 지연시킬 경우, 계약체결기관은 계약에 명시한 위반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
할 수 있음.
(e) 건축물 및 인프라 시스템의 이전
(i) 건축물 및 인프라 시스템의 이전과 그에 앞서 해당 건축물 및 인프라 시스템의
품질 및 가치의 판단은 PPP 프로젝트 계약 조항에 따라 실시함.
(ii) PPP 프로젝트 계약의 중도 해지 경우를 제외하고, PPP 프로젝트 회사는 다음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만 PPP 프로젝트의 건축물 및 인프라 시스템
을 이전 가능
- 건축물 및 인프라 시스템의 건설이 건설법과 기타 관련법에 명시된 규정 및
기준, 그리고 프로젝트 계약 조건에 부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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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P 프로젝트의 건축물 및 인프라 시스템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소유권에 제
한이 있지 않을 것.
- 이전 시점에 건축물 및 인프라 시스템이 프로젝트 계약에 명시한 기술적, 품
질 요건에 따라 완전한 기능을 갖추고 필요한 역량과 품질을 보유하며 장래
의 사용에 적합할 것.
- 건축물 및 인프라 시스템의 이전과 인수는 양질의 공공 물품 및 서비스의 지
속적인 제공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f) PPP 프로젝트 계약의 종결
(i) PPP 프로젝트 종결 절차
- 당사자들이 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경우 당사자들은 각자의 권리 및 의
무의 완료 및 해지를 확인
-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어떤 의무가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미완으로 남아 있는 당사자들의 의무는 무엇인지 확인.
(ii) PPP 프로젝트 계약의 종결 기한은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합의한 바에 따르되,
당사자들이 계약상 의무를 완료한 날 또는 당사자들이 계약의 중도 해지에 합
의한 날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4.22 PPP 프로젝트 재원조달 계획
(1) 총 투자금

(2) 자금의 출처
(a) 투자자의 자본
(b) 기타 자본
(c) 공적자금(해당하는 경우) 및 부속 건축물, 보상, 지원, 재정착 활동에 대한 금융 지
원(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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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금 동원 방식
(a) Decree 제63/2018/ND-CP호의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부속 건축물, 보상, 지
원, 재정착 활동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공적자금(해당하는 경우) 및 금융 지원 :
(i) 총 자금
(ii) 공공재산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에 규정된 공공투자자본 또는 공공자산
(해당하는 경우)
(iii) 지급 명세
(b) 투자자 자본
(i) 총 투자자 자본
(ii) 지출 일정
(c) 차입자본(예, 상업 대출, 연화 차관, 해외 차관 등)
(i) 총 금액(대출 종류별 색인)
(ii) 대출 기간, 만기, 유예기간(대출 종류별 색인)
(iii) 대출금리, 평균 대출금리, 기타 법에 따른 자본 동원 관련 비용을 포함한 대출
비용 (예, 보증, 확약, 보험, 중개 비용)
(iv) 대출 통화 및 환율
(v) 신용도 요건
(vi) 지출 일정 (대출 종류별 색인)
(vii) 상환 계획 (대출 종류별 색인)

☞ 연화 차관 [soft loan]은 차관수수국의 통화(inconvertible currency) 즉 soft currency로 상환
할 수 있는 차관인데, 이는 경차관(hard loan)과 무상 보조금(grant)의 중간 성격의 것으로 수수국
의 경화에 의한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프로젝트 재원조달 계획의 이행을 위한 금융 지원(해당하는 경우)

(5) 투자자의 투자자본이익률(R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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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자의 투자 회수 및 수익 창출 계획
(a) 적법한 매출
(b) 서비스 가격 및 수수료
(c) BTL 계약으로 진행되는 PPP 프로젝트의 경우 자금 원천과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용도로 사용된 공적자금을 계약에 명시
(i) 공공투자자본
(ii)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에 대한 경상 비용
(iii) 공공서비스 제공으로부터 얻은 수입

4.23 PPP 프로젝트 수요예측, 물품 및 서비스 가격과 비용
(1) 프로젝트 내용 연한 동안 프로젝트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프로젝트가 예상
사용자 수를 충족하지 못할 시 실제 유입에 관한 계약 당사자의 대응 원칙 및 의무를
규정

(2) Decree 제63/2018/ND-CP 와 가격 및 비용에 관한 법, 기타 관련법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의 가격과 비용, 인상 요금표, 가격과 비용의 수정에 관한 요건 및 절차, 가격
과 비용의 수정에 관한 통지를 포함

4.24 베트남 PPP 프로젝트 수행 애로사항
(1) 투자 및 운영이 이루어지기 전에 길고 복잡한 행정절차

(2) 양질의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주무 국가기관의 역량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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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PP 계약을 준비하고 협상하는 능력 등 주무관청의 역량이 부족
인프라 건설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가 그 잠재력에 비해 발전이 낮음
특히, PPP 관련 장기적인 자연 훼손 및 거래 비용 준비 및 협상 시 주무관청 역량 부족

☞ (예) Phu My Bridge 직접적인 실패 이유 : 호치민 시 인민위원회가 다리에 연결되는 순환도로의
건설이라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재무 계획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것에 있음. 즉, 당초 예상했던 교통량으로 계산한 통행료 징수 금액으로도 여신을 상
환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음.

(4) 많은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민관협력 사업에서 공공투자로 전환
☞ 전환 이유 : 관련 리스크를 감안하면 보통 회수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했기 때문
에 민간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은행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음.

(5) 기타 법규로 인한 장애물
PPP 프로젝트는 다수의 법이 적용되며 PPP 규제, 입찰법, 국가 예산법, 공공투자법,
공공부채법 등 기타 법들 간에 충돌이 존재함.

☞ (예) 폐기물 처리에 관한 프로젝트의 경우, 환경보호법은 타당성조사 보고서와 더불어 상세한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를 요구하지만 타당성조사 보고서 단계에선 투자자들이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태
이므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임.

PPP 프로젝트에 관련된 공적자금은 민간 자본의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하는 지렛대

☞ (예) 2017년 - 2020년 남북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투자자 선정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규
모 교통 수요를 동반하고 공적자금의 비중이 적은 PPP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였음.
이유 : 외국인투자자들이 PPP 형태의 투자를 주저하는 주요 원인이 자신의 투자금이 공적자금과
마찬가지의 통제를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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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공투자법

5.1 공공투자법 적용 대상
(1)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개발하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2) 국내 및 해외에서 국가 당국, 비사업 조직, 정치 단체 및 사회 정치 단체의 서비스 활동
에 대한 투자

(3) 공공시설, 사회 복지 서비스 및 물품 공급 지원에 대한 투자

(4) 민관협력 형태로 시행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투자

(5) 토지계획법에 따른 토지계획의 수립, 평가, 결정 또는 승인, 발표 및 조정을 지원하는
투자

(6) 총리의 결정에 따른 대출금리 우대 보조금 및 관리비의 배정, 정책 은행의 정관 자본금
(charter capital) 및 국가예산 외 재정 기금의 배정, 기타 정책 수혜자에 대한 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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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가 중점 프로젝트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프로젝트(공공투자법 제7조)

(1) 최소 10조 VND의 공공 투자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2) 중대한 환경적 영향을 미치거나 심각한 환경적 영향을 미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최소 500ha의 이모작 혹은 그 이상을 위한 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최소 20,000명의 산악 지역 거주자 또는 최소 50,000명의 기타 지역 거주자가 이주
및 재정착 하는 경우

(5)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특별 메커니즘 및 정책의 적용이 필요한 프로젝트

5.3 A그룹 프로젝트
| 제7조 국가 중점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A그룹 프로젝트는 아래를 포함함(공공투자법 제8조) |
(1) 투자 총액에 관계없이, 아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a) 일급 기밀과 관련된 국방 또는 보안 프로젝트
(b) 유해 물질 또는 폭발물 제조 프로젝트
(c) 산업 단지, 수출 가공 구역 또는 첨단지구 인프라 프로젝트

(2) 다음 부문에서 각각 투자 총액 최소 2조 3,000억 VND의 프로젝트
(a) 교량, 항구, 하천 항구, 공항, 철도 및 국도를 포함한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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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력 산업
(c) 석유 및 가스 개발
(d) 화학 물질, 비료 및 시멘트
(e) 기계 공학 및 야금
(f) 광물 채광 및 가공
(g) 주택 건설

(3) 다음 부문에서 각각 투자 총액 최소 1조 5,000억 VND의 프로젝트
(a) 8조의 제2항 제a호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한 운송
(b) 관개
(c)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기타 기술 인프라 시설
(d) 전기 공학
(e) 통신 및 전자 장치 제조
(f) 제약 화학
(g) 8조의 제2항 제d호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한 재료 생산
(h) 8조의 제2항 제dd호에 명시된 시설을 제외한 기계 공학 시설
(i) 우편 및 통신

(4) 다음 부문에서 각각 투자 총액 최소 1조 VND의 프로젝트
(a) 농업, 임업 및 양식업 제조
(b) 국립공원 및 자연 보호 구역
(c) 신도시 중심지의 기술 인프라 시설
(d) 8조의 제1, 2, 3항에 명시된 산업 프로젝트를 제외한 산업

(5) 다음 부문에서 각각 투자 총액 최소 8,000억 VND의 프로젝트
(a) 건강, 문화 및 교육
(b) 과학 연구, 정보 기술,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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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창고 보관
(d) 관광, 체육, 스포츠
(dd) 8조의 제2항 제g호에 명시된 주택 건설을 제외한 토목 건설
(e) 8조 제1, 2, 3 및 4항에 명시된 프로젝트 이외의 국방 또는 안보 프로젝트

5.4 B그룹 프로젝트
| 공공투자법 제9조 |
(1) 제8조 제2항에 명시된 부문의 프로젝트로 중 투자 총액이 VND 1,200억에서 VND
2조 3,000억 미만인 프로젝트

(2) 제8조 제3항에 명시된 부문의 프로젝트 중 투자 총액이 VND 800억에서 VND 1조

5,000억 미만인 프로젝트

(3) 제8조 제4항에 명시된 부문의 프로젝트로 중 투자 총액이 VND 600억에서 VND 1
조 미만인 프로젝트

(4) 제8조 제5항에 명시된 부문의 프로젝트 중 투자 총액이 VND 450억에서 VND

8,000억 미만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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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C그룹 프로젝트
| 공공투자법 제10조 |
(1) 제8조 제2항에 명시된 부문의 프로젝트 중 투자 총액이 VND 1,200억 미만인 사업

(2) 제8조 제3항에 명시된 부문의 프로젝트 중 투자 총액이 VND 800억 미만인 사업

(3) 제8조 제4항에 명시된 부문의 프로젝트 중 투자 총액이 VND 600억 미만인 사업

(4) 제8조 제5항에 명시된 부문의 프로젝트 중 투자 총액이 VND 450억 미만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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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법

6.1 입찰 패키지 유형
(1) 예비 타당성연구 보고서, 타당성연구 보고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입찰요청서
및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입찰서 및 제안서 평가 및 기타 자문 서비스 등을 하나 이상
수행하기 위한 자문 서비스 입찰 패키지

(2) 공사·공사물의 시공 및 설치를 수행하기 위한 시공 및 설치 입찰 패키지

(3) 설계·조달(EP ), 설계·시공(EC ), 조달·시공(PC ), 설계·조달·시공(EPC ) 또는
프로젝트 기획·설계·발주·시공(턴키)을 포함하는 혼합 입찰 패키지 외

6.2 입찰 적용 프로젝트 종류
(1) 원청자 선정이 적용되는 프로젝트
(a) 자문 서비스 또는 비자문서비스, 물품 공급 또는 시공 및 설치를 위한 원청자 선정.
(i) 국가기관,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 사회정치직업단체, 사회직업단체, 사회단
체, 인민무장력 또는 공공부문 비사업단체의 국가자본으로 지원되는 개발투자
프로젝트
(ii) 국영기업의 개발투자프로젝트
(iii) 제(i)호 및 제(ii)호에 명시된 것 이외의 개발투자프로젝트로서, 국가자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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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자본이 프로젝트 총투자자본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30% 미만이
지만 5,000억 베트남 VND를 초과하는 개발투자프로젝트
(iv) 국가기관,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 사회정치직업단체, 사회직업단체, 사회단
체, 인민무장세력 또는 공공부문 비 사업단체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
자본으로 지원되는 물품 조달
(v) 공공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국가자본으로 지원되는 물품 조달
(vi) 국가자본, 건강보험기금, 의료검진·치료서비스 수입 및 기타 공공의료기관의
합법적인 수입을 통한 의약품 및 의약용품 구매

(b) 베트남 기업이 이행하는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의 국가자본이 프로젝트 총투자
자본의 30% 이상이거나, 30% 미만이지만 5,000억 베트남 VND를 초과하는 경
우, 해당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베트남 영토 내에서 자문 서비스 또는 비자
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품을 공급하는 원청자의 선정

(2) 투자자 선정이 적용되는 프로젝트 : 토지사용 투자 프로젝트에 적용

6.3 원청자 또는 투자자 선정 방식
(1) 공개 또는 제한 입찰
(a) 공개입찰 : 참가하는 원청자 또는 투자자의 수에 제한이 없는 원청자 또는 투자자
선정 방식
(b) 제한입찰 : 제한입찰은 고도의 기술적 요구사항 또는 특수 기법이 포함된 입찰 패
키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원청자를 선정하기 위한 방식

(2) 입찰 지명(지명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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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 제안

(4) 수의계약

(5) 직접 수행

6.4 일반 입찰 절차 및 시간
(1) 입찰 요청
원청자 또는 투자자 선정 계획이 결정권자에 의해 승인된 후, 입찰요청인은 입찰 요청
서 또는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문서를 국가 입찰 네트워크에 공지
(a) 원청자 선정의 경우: 입찰요청인은 국가입찰 네트워크에 입찰요청 공고를 게시한
첫날의 3영업일 이후부터 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입찰요청서 또는 요구사항 정의
서를 교부
(b) 투자자 선정의 경우: 입찰요청인은 국가입찰 네트워크에 입찰요청 공고를 게시함
과 동시에 입찰요청서를 교부. 입찰요청 공고와 입찰요청서 교부의 기한은 결정권
자의 결정에 따름.

(2) 입찰 서류 제출
원청자 또는 투자자는 입찰요청서 또는 요구사항 정의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입찰서
또는 제안서를 작성 및 제출
현지 입찰은 베트남어로, 국제입찰은 영어(또는 영어와 베트남어로)
(a) 원청자 선정의 경우
(i) 입찰서 작성 기간 : 입찰요청서가 교부된 첫 일자부터 입찰마감일까지로 계산
되며 현지입찰의 경우 최소 20일 또는 국제입찰의 경우 최소 40일
(ii) 제안서 작성 기간 : 요구사항 정의서가 교부된 첫 일자부터 입찰마감일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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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되며 최소 5 영업일.
원청자는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입찰서 또는 제안서를 제출할 것
(b) 투자자 선정의 경우
(i) 입찰서 작성 기간 : 입찰요청서가 교부된 첫 일자부터 입찰마감일까지로 계산
되며 현지입찰의 경우 최소 60일 또는 국제입찰의 경우 최소 90일
(ii) 제안서 작성 기간 : 요구사항 정의서가 교부된 첫 일자부터 입찰마감일까지로
계산되며 최소 30일

(3) 개찰
입찰요청인은 입찰 마감시간 후 1시간 이내에 공개적으로 개찰을 실시. 원청자를 온
라인으로 선정하는 경우, 입찰요청인은 입찰 마감시간 직후 국가 입찰 네트워크에서
개찰을 실시함.

(4) 평가 및 선정
입찰 요청인이 입찰서 또는 제안서를 각각 평가
(a) 원청자 선정의 경우
(i) 제안서의 평가 기한 : 현지입찰의 경우 30일, 국제입찰의 경우 40일
(ii) 입찰서의 평가 기한 : 현지입찰의 경우 45일, 국제입찰의 경우 60일
이 기한은 입찰마감일로부터 입찰 요청인이 원청자 선정결과를 프로젝트 책임
자에게 승인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날까지로 계산됨. 필요한 경우 입찰서 및 제
안서의 평가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프로젝트 이행 일정이 준수되어야함.
(b) 투자자 선정의 경우 : 입찰서 및 제안서의 평가 기한은 결정권자의 결정 대상임.

(5) 감정 및 승인
입찰서 또는 제안서의 평가결과 보고서에 기초하여 입찰요청인은 원청자/투자자 선
정결과를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감정 및 승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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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청자 선정의 경우
(i) 원청자 선정결과의 감정 기한 : 원청자 선정결과를 감정하기 위한 완전한 문서
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ii) 원청자 선정결과의 승인 기한 : 입찰 요청인이 원청자 선정결과를 승인 요청한
서면 요청서의 수령일 또는 감정이 요청된 경우 감정보고서의 수령일로부터
10일
(b) 투자자 선정의 경우
투자자 선정결과의 감정 및 승인 기한은 결정권자의 결정 대상임.

(6) 발표
원청자/투자자 선정 결과는 원청자/투자자에게 개별 통지되고, 국가 입찰 네트워크에
공고
(a) 원청자 선정 결과 통지 내용
- 낙찰 원청자의 명칭
- 낙찰 가격
- 계약 유형
- 계약이행기간
- 탈락 원청자의 목록과 탈락 사유
- 계약 확정 및 이행 계획
- (해당하는 경우) 기타 주의사항
(b) 투자자선정결과 통지 내용
- 프로젝트 명칭, 목적 및 규모
- 낙찰 투자자의 명칭
- 프로젝트의 예정 이행 일정
- 프로젝트 이행 장소, 토지사용 면적, 토지사용 목적 및 기간
- 프로젝트 이행의 총 예정 비용 (보상, 지원, 재정착, 토지사용료 및 토지임대료
관련 비용 제외)

2부 법령 분야

| 287

-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예정 토지사용료 또는 토지임대료
- 탈락 투자자 목록과 탈락 사유
- 계약 확정 및 이행 계획
- (해당하는 경우) 기타 주의사항
(c) 원청자 또는 투자자 선정 결과 통지를 입찰 참가 원청자/투자자에게 우편 또는 팩
스 로 송부하기 위한 기한 : 그러한 결과의 승인 후 5 영업일 이내
(d) 원청자 또는 투자자 선정결과를 국가 입찰 네트워크에 공지하기 위한 기한 : 그러한
결과의 교부일 후 7 영업일 이내

(7) 협상 및 체결
(a) 원청자 선정의 경우
원청자 선정 이후, 정기 조달의 입찰요청인 또는 중앙조달의 중앙조달부서나 중앙
조달수요부서는 선정된 원청자와 입찰 패키지 이행에 관하여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
(b) 투자자 선정의 경우
투자자 선정 이후, 관할 국가기관은 선정된 투자자와 계약을 협상 및 체결하거나,
선정된 투자자 및 프로젝트 기업과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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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은 2009년 6월 29일에 공포 2010년에 시행. 도시 계획의 수립, 평가, 승
인 및 조정, 승인된 도시 계획의 시행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도시계획법이 제
정된 후, 도시계획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명시하는 Decree 제37/2010/
ND-CP호(아래 정의 참조)가 2010년에 시행됨.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에는 (1) 중앙 정부 직속 도시(지방자치단체), 지방 도
시, 소도시, 마을 및 신도시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2) 도시, 소도시 및 신도시 지역 내
의 지역에 대한 구획 계획, (3) 도시 개발 및 관리 요구 사항 또는 건설 투자의 필요를
충족해야 하는 지역에 대한 건설의 기본에 관한 계획설계(마스터플랜)의 세 가지 유형
이 있음. 도시계획법에 따른 베트남의 도시계획체계는 아래와 같이 대규모부터 소규
모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음.

기본 계획

기본 계획

기본 계획

기본 계획

중앙 정부 직속 도시
지방도시
군현
신도시
(1/50,000; 1/25,000) (1/25,000; 1/10,000) (1/10,000; 1/5,000) (1/25,000; 1/10,000)

구획 계획

마스터 플랜

(1/5,000; 1/2,000)

(1/500)

계획 대상의 규모에 따라 건설부, 성급 또는 군현급 인민위원회 또는 건설 투자 프로
젝트 투자자는 적합한 유형의 도시 계획을 마련해야 함.

도시계획 프로젝트의 수립을 위해서는 (1) 도시계획 과제의 수립, (2) 도시계획 과제의
평가 및 승인, (3) 도시계획 프로젝트의 수립, (4) 도시계획 프로젝트의 평가 및 승인
단계를 수행함. 도시계획은 계획 목표의 규모에 기반을 두어서 총리, 성급 인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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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군현급 인민위원회의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된 도시계획 프로젝트는 승
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언론매체, 대규모 배포를 위한 간행물, 관할 국가기관 사무
실에 도면 및 모형의 지속적 전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고해야 함.

도시계획 프로젝트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조정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사회경제 발전,
국방 및 안보 관련 전략 또는 종합 계획의 변경, 도시 토지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 프로젝트의 수립, 또는 기후, 지질이나 수문 조건의 변화 등
과 경우에 조정 가능. 도시계획 프로젝트의 조정에는 (1) 전체 조정, (2) 부분 조정, 또
는 (3) 계획 지역의 토지 부지 조정의 세 가지 유형이 있음.
또한 도시계획법은 도시 공간, 건축 및 경관의 관리, 도시 토지의 사용, 건설 활동 등
에 대한 원칙을 규정함.

7.1 도시계획의 유형 및 역할
(1) 기본계획
도시계획법의 정의에 따르면, 기본계획이란 사회경제적 개발에 적합하고 국방, 안보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는 도시지역의 기술 사회 인프라 시설과 주택의 공
간과 체계를 조직하는 계획임. 기본계획 프로젝트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당국, 지방
도시, 마을 및 신도시 지역 등과 같은 시 수준에서 규정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문
기술 인프라 계획으로 기술 인프라 계획을 별도로 수립. 기본계획의 도면 축척은 해당
시의 수준에 따라 1/5,000 - 1/50,000임.
도시계획법 제19조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시행할 권한이 있는 당국은 건설
부와 성급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민위원회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인민위원회의 자
세한 권한은 다음을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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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둘 이상의 성(province)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경계와 관련된 계획 영역의
신도시 지역에 대한 기본
계획
● 예상 인구 규모가 III 등급인
상인도시 지역과 동일한
신도시 지역에 대한 기본
계획
● 총리가 지정하는 기타
기본계획 도시지역의
분류는 2016년5월25일자
국회상임위원회의 도시
분류에 관한 결의 제1210/
2016/UBTVQH13호에
규정되어 있음.
●

성급 인민위원회

지방도시 및 소도시의
인민위원회

군현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본계획
● 신도시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및 군현의
전문기술 인프라 계획
●

●

지방도시 및 소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지방 군현의 인민위원회
●

마을에 대한 기본계획

성의 지방 군현의
인민위원회
●

마을에 대한 기본계획

(2) 구획계획
구획계획이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계획된 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 내 구역
의 사회 기술 인프라 시설망의 사용에 관련된 기능과 규범을 세분화하고 결정하는 계
획을 의미함.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은 토지이용 및 도시 인프라 시설의 방향성을 정하는 반면, 구획
계획은 토지이용 및 도시 인프라 시설의 구체적인 배치계획을 정함. 따라서 구획 계획
은 기능적 지역(구역)의 식별 및 건폐율, 용적률, 건물 높이 등과 같은 계획 관리 지표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 기준을 필요로 함.
도시계획법 제 19조에 따르면 구획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음.

지방도시 및
소도시의
인민위원회

성급
인민위원회

●

둘 이상의 농촌 또는 도시 구역,
신도시 구역 및 중요지역의
행정경계와 관련된 영토 영역에
대한 구획 계획

●

해당 인민위원회가 관리하는
행정 경계내의 구획 계획

지방자치단체
지방 군현의
인민위원회

군현급
인민위원회

●

해당 인민위원회가 관리하는
행정 경계내의 구획 계획

●

해당 인민위원회가 관리하는
행정 경계내의 구획 계획

(3) 건설의 기본에 관한 계획설계(마스터플랜)
도시계획법 제9조 제9항에 따르면 건설의 기본에 관한 계획설계(마스터플랜)은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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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건설의 기본에 관한 계획설계(마
스터플랜)에서는 계획된 도시 토지의 사용, 토지의 각 부지별 건축과 조경의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및 기술 사회 인프라 시설의 마련에 대한 규범을 세분화하고 결정함.
건설의 기본에 관한 계획 설계(마스터플랜)의 도면 축척은 1/500임.
기본계획은 토지 이용개발과 관련된 사항들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건설의 기
본에 관한 계획설계(마스터플랜)은 특정 프로젝트의 물리적 형태에 초점을 맞추며 군
현 또는 카운티(county) 수준에서 개발을 통제하는 것을 고려하지는 않음.
건설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자는 2017년 11월 14일자 국회가 제정한 토지계획법 제
21/2017/QH14호(“토지계획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투자를 위해 할당된 지역에
대해 건설의 기본에 관한 계획설계(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함. 마스터플랜을 담당하
는 기관은 아래와 같음.
성급
인민위원회
●

2개월 이상의 농촌
및 또는 도시 군현,
신도시 지역의 구획
및 중요 구역의
행정 경계와 관련된
지역에 대한
상세 계획

지방 도시 및
소도시의 인민위원회
●

해당 인민위원회가
관리하는 행정
경계 내의 상세
계획

군현급
인민위원회
●

해당 인민위원회가
관리하는 행정
경계 내의 상세
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군현급 인민위원회
●

해당 인민위원회가
관리하는 행정
경계 내의 상세
계획

지방의
지방 군현급 인민위원회
●

마을에 대한
상세 계획

건설 프로젝트의
투자자
●

투자를 위해
배정될 지역에 대한
상세 계획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그 밖에 토지에 부속된 자산에 대한 권리증 발급을 위한 중
요한 전제조건은 건축물 및 토지의 이용이 지역 토지이용계획 및 건설의 기본에 관한
계획설계(마스터플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임. 2013년 11월 29일자 토
지법 제45/2013/QH13호에 따르면, 성급 및 지방자치 당국은 중앙정부가 승인한 지
역 토지이용계획에 근거하여 장래의 개발을 위한 토지를 확보해 둘 수 있음. 이에 따
라 토지계획은 투자 프로젝트 또는 다른 목적의 프로젝트에 관련하여 국가가 토지 공
급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당한 수단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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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계획 체계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종합계획 프로젝트는 4개의 그룹(지방자치단체, 지방 도시, 소
도시 및 마을)에 대해서 수립되며, 각 그룹의 프로젝트 이행은 모두 기본적으로 (1) 문제
식별, (2) 분석, 평가, 비전 및 목표 수립, (3) 전략 선택과 실행계획 수립(평가 및 승인),
(4) 이행 및 검토 단계로 진행됨.
도시 프로젝트 관리는 복잡한 규정, 규범 및 표준과 전문가, 관리자 및 정치인의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종합계획을 따르는 매우 엄격한 절차 체계에 따라 이루어지고
평가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일정을 정확히 준수하여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중앙 정부
총리는 계획을 조직하기 위해
당국(MPI, MOC)을 지정

사회 ₩ 경제 개발, 국가 방위 및 보안 계획
국가 계획, 지역 계획, 고도 기술 및 특수 환경 계획

지방자치단체/성급 당국
토지계획 조직을 위한 기관
(전문 토지계획 단체/토지계획실)을
지정

군현급 당국

기본 계획(척도 1/25,000 또는 1/50,000)
토지 사용 계획

기술 인프라 계획

부분 계획

구획 계획(척도 1/5,000 또는 1/구획2,000)
토지 사용 계획

투자자
건설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상세 계획 조직

건설 계획

건설 계획

기술 인프라 계획

마스터 플랜(척도 1/500)
토지 사용 계획

건설 계획

기술 인프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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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도시 기본계획 절차(Decree 제37/2010/ND-CP)

●

●

●

●

도시 계획 과제 수립
도시 지역(국가) :
3개월

도시 지역(마을) :
1개월

토지 계획

●

프로젝트 수립

●

●

단체, 국 및 지역사회 대표의
의견 수렴

도시 지역(성, 소도시,
신도시) : 2개월

●

●

도시 계획 과제의 내용

도시개발의 기본 요건, 원동력 및 동향

평가

도시 사회 기술 인프라 시설의 시스템 배치

승인

전략적 환경 평가 요구 사항

도시 계획 과제의 내용
단체, 국 및 지역사회 대표의
의견 수렴

도시 지역(국가) :
15개월

특성 결정, 도시 지역의 역할

자연상태, 현재 사회경제적 상태, 인구, 노동력,
도지이용, 기존 인프라 및 환경의 분석과 평가
발전 특성, 목표, 원동력의 파악

도시 지역(성, 소도시,
신도시) : 12개월

평가

인구 규모, 노동력, 건설 용지, 토지 기준,
인프라 기준

도시 지역(마을) :
9개월

승인

도시 공간 개발 방향
도시 토지 사용 계획

●

도시 계획 관리에 대한 규정 수립
도시 인프라 시설 개발 방향
●

도시 계획의 평가 및 시행

우선 순위 투자 프로그램 및 시행 자원에 대한
전략적 환경 평가
도시 설계
(시행규칙 제06/2013/TT-BXD 호에 규정)

7.4 건설 프로젝트 1:500 비율의 마스터플랜 및 그 역할
도시계획법 제19조 제7항에 따르면, 투자자(프로젝트 개발자)는 할당된 투자 지역
에 대한 프로젝트의 1:500 비율 마스터플랜을 제출해야 함. Decree 제44/2015/
ND-CP호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당해 건설의 기본에 관한 계획설계(마스터플
랜)의 승인은 건설 허가의 취득 및 건설계획 시행을 위한 기초. 다만, Decree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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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15/ND-CP호 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투자 프로젝트 건설에 사용
되는 토지 면적이 5ha 미만(콘도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2ha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절차가 요구되지 않음.

Article 10. 기능 구역 건설 계획의 원칙

1. 도시지역 내외의 기능 구역의 경우, 이 영에 따라 건설 계획을 수립함.
2. 각 500ha를 초과하는 면적의 기능 구역의 경우, 기본건설 계획은 성급 계획, 군현 간
및 군현급 지역의 건설 계획 또는 도시계획을 준수하여 수립되어야 함. 기능 구역의
승인된 기본건설계획은 구획건설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의 기초로 사용되어야 함.
각 500ha를 초과하는 기능 구역의 경우, 해당 구역이 승인된 기본 도시계획에 포
함될 때에는 구획 건설 계획을 마스터플랜 수립 및 건설 투자 프로젝트 결정의 기
초로 해야 함.
3. 기능 구역 내의 지역 또는 각 500ha 미만의 기능 구역의 경우, 관리 및 개발 요구
사항에 따라 건설 구획계획을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결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의 기
초로 해야 함.
4. 기능 구역 내 지역의 경우, 건설투자 시에 기본계획 및 구획계획을 구체화하기 위
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건설허가 발급의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함.
5. 단일 프로젝트 시행사가 시행하는 각 5ha 미만의 건설 투자 프로젝트(콘도 건축
프로젝트의 경우는 2ha 미만)의 경우, 건설 투자 프로젝트를 수립하되 마스터플랜
은 작성하지 않음. 기본설계의 기본 현장 계획도면, 건축계획 및 기술적 인프라 솔
루션은 건설구획 계획 또는 토지계획 허가에 부합해야 하고, 해당 지역의 기술 인
프라와의 연결성 및 건축공간과의 조화를 보장해야 함.
6. 마스터플랜이 승인된 지역에서 집중 공사 또는 개별 공사 건설을 위해 투자 프로젝
트의 시행을 위한 토지경계 또는 특정 토지 사용 규범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스터플랜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은 건설 계획 및 지역의 기술 사회 인
프라에 대해 승인된 토지계획 국가 기술규정 및 건축관리에 대한 규정에 기반을 두
어, 마스터플랜에 대한 부분 개정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부분 개정은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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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함.
한편 도시지역에서의 건설허가 발급 조건을 규정한 건설법 제91조 제1항은 공사
의 시공이 “관할 국가 당국의 승인을 얻은 마스터플랜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함.
주택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주거건설 프로젝트는 관할 당국이 승인한 마스터
플랜이 있고, 이 법 제14조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지역에서만 수립, 승인
및 시행” 될 수 있음. 또한 프로젝트 투자자가 부동산 프로젝트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양도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구사항 중 하나는
"해당 프로젝트가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고, 승인된 전체 부지에 대한 1: 500 비율
의 마스터플랜 또는 구획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임.
따라서 건설공사를 포함하는 투자프로젝트의 이행(해당하는 경우, 양도 포함) 과정
에서는 1:500 비율의 마스터플랜이 요구됨.

7.5 도시계획 수립 전 투자 프로젝트의 제안
토지사용권은 구체적인 토지 사용목적에 따라 배분되고, 경작지를 도시지로 자동 전
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경작지를 도시지로 전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회수하고, 정부는 이를 도
시지로 사용하는 주체(투자자, 개발자 등)에게 토지사용권을 다시 배정함.
이 과정에서 토지의 회수와 재분배를 하는 정부는 막대한 자본 이익을 거두게 되고 이
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요한 재원이 됨.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확대를 원하
고 토지 개발투자 제안을 매우 환영하는 입장임.
									
도시개발 투자가 제안되면, 도시계획 절차 전에 투자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절
차에 관련해서는 계획투자국(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 문의
하면 되며, 토지계획투자국이 관련 당국의 의견을 들을 후에 투자 허가를 발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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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건축법

8.1 건축설계
건축법 제3조 제3항의 정의에 따르면 건축설계란 건축계획을 작성하고, 계획, 건설,
내부ㆍ외부ㆍ조경 설계문서에서 건축 개념 및 건축에 관한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 건축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공사의 투자자는 건축설계 과제를 개
발하고, 건축설계를 작성하고, 그 후에 건축설계의 승인을 취득하여 건설설계를 할 책
임이 있음.
Circular 제03/2020/TT-BXD호의 제2조 제1항에 따라, 건축설계 문서는 아래의
단계로 평가 및 승인되어야 함.

(1) 예비설계 문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예비설계의 건축 내역을 의미

(2) 기본설계 문서는 예비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기본설계의 건축 내역을 의미

(3) 기술건축설계는 기본설계 후 단계에서 기술 설계상의 건축 내역을 의미

(4) 시공건축설계도는 기본설계 후 단계에서 시공 도면 상의 건축 내역을 의미

(5) 국제관례에 따른 다른 설계 단계(있는 경우)에서의 건축설계 문서는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이 프로젝트 투자결정 시에 결정하는 건설설계 단계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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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5조 제3항 제dd호에 따라, 감리 수행자(건축 실무단체 또는 자영업 건축
가)는 승인된 건축설계를 위반하여 건설된 공사에 대한 인수보고서 서명을 거부할 수
있음.

8.2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건축 실무 요건
(1) 건축 서비스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단체는 시공 건축설계, 도시계획/ 농어촌 계획/ 도
시설계 제도에 포함된 건축설계, 조경 건축설계, 내부 디자인, 건설공사의 건축공학
적 특성 표시, 건설 건축평가 및 건축설계 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임. 건축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 서비스는 건설법 제154조 및 Decree 제15/2021/
ND-CP호의 제89조 제4항 제c호에 규정된 건설설계 및 설계검증 단체가 운영하는
설계 및 건설설계 평가 서비스업.

(2) 건축 실무 조건
건축법 제21조는 건축공사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건축설계 관리자 직함으로 일하는
사람, 건축 실무 단체에서 건축 관련 전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자영업 실무 건축가
를 포함한 이 3 유형의 개인이 건축 실무 자격증을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건축 실무 자격증이 없는 경우, 건축 실무 단체의 구성원으로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거
나 자영업자인 실무 건축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건축 용역을 제공할 수 있음.
건축 실무 자격증은 성급 인민위원회의 전문건축기관이 발급, 갱신, 취소 및 재발급
함. 자격증은 전국적으로 10년 동안 유효.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 실무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정보는 지역 웹 사이트와 건설부 포
털에 공개적으로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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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 실무 유형과 조건
실무 유형
대

상

개인

단체

건축 실무 자격증을 소지한 건축사 독립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단체의 이름으로
개인이 건축 서비스 제공 (자영업 건축가)
건축 서비스 제공

영업 형태

단체 및 개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건축
서비스 제공

건축 실무 단체는 건축사 사무소, 비영리단체,
그 밖의 회사 형태로 운영 가능

조

건축 실무 자격증 발급 기본 자격요건
(i) 건축분야에서 대학 학위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ii) 졸업 후 건축 실무 단체에서 또는 자영업
건축가와 파트너십을 통해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iii) 건축 실무 자격증 발급 시험합격
예외) 연속적으로 최소 10년 이상 국가 건축
관리에 직접 관여하거나 건축 또는 건축
실무에 대한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 제공에
참여한 사람은 자격증 시험 면제.
국내 또는 국제 건축상을 수상한 개인은
3년간 실무경력조건 면제

(i) 법률에 따라 설립
(ii) 건축과 관련된 전문적인 책임을 맡거나
건축 설계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건축
실무 자격증을 갖춘 직원을 고용함.
(iii) 위 (i) 및 (ii)에 명시된 사업장 및 자격을
갖춘 근무 직원에 대한 정보를 해당
단체가 위치한 지역의 성급 인민위원회의
전문건축기관에 제공
(iv) 건축사사무소의 장은 전문 실무 자격증을
소지해야 함

당

건

국

건축 실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성급 인민위원회의 전문건축당국(건설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관할 당국은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실무자격증을 발급

단체는 기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등록을
해야 함

(4) 외국인의 건축 실무 요건
건축법 제31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건축 실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베트남에
서 발급된 건축 실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또는 외국의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베트남에서 해당 자격증을 인정 또는 전환 받아야 함. 건축 실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베트남법과 베트남에서 건축 실무 수행을 위한 직업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함.
외국의 관할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건축 실무 자격증을 소지하고 베트남에서 6개월

2부 법령 분야

| 299

미만 동안 건축 용역 제공에 참여한 외국인은 해당 자격증에 대한 인정 절차를 신청해
야 함. 6개월 이상 건축 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성급 인민위원회의 전문건축기관에 인
증서 전환을 요청해야 함.
베트남과 다른 국가 또는 영토 간의 건축 실무 자격증의 인정 및 전환은 베트남이 계
약 체결국인 국제협정 또는 조약을 준수해야 함.

8.3 건축 용역 제공과 관련된 계약자 라이선스
베트남 국내 건축 실무 단체는 Decree 제15/2021/ND-CP호의 제3절에 따라 계
약자 라이선스를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프로젝트의 유형과 규모 및 수행 용역의 유
형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해당 단체의 자격 사항은 기업등록인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ion)에 명시되어야 함.
외국인 건축가는 베트남에서 유한회사로 설립되는 100% 외국인 소유 자본 기업을 설
립하여 용역을 제공할 수 있음. 100% 외국인 자본의 회사는 투자법에 따라 성급 토지
계획 및 투자국에서 발행하는 투자등록증서를 취득해야 함. 노동법에 따르면 베트남에
서 조달할 수 없는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전문가는 베트남에서 고용될 수 있음.
베트남에서 프로젝트 기반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찰 과정을 통해 지명 또는
선정된 외국 건축 실무 기업은 Decree 제15/2021/ND-CP호의 제103조 및 제104조
에 규정된 바와 같이 건설부 또는 관련 성급 건설국에 계약자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함.

계약자 라이선스의 기본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음.
(a) 건설 프로젝트의 지명 또는 선정된 계약자인 경우
(b)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c) 프로젝트에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을 보유한 경우
(d) 베트남 건축실무업체와 공동경영하거나 베트남 건축실무업체를 하도급 계약자로
고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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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18세 이상이고 건강해야 함. 유효한 취업허가증
을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3년 동안의 임시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는
성급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며, 주택임대 계약 및 고용주의 법인증명서와 같은 증빙서
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음.

8.4 건축설계 과실과 관련된 분쟁 사례
베트남 창고의 건설 과정에서 건축 설계사가 창고 지붕 하중설계를 잘못하였고, 이 설
계를 기준으로 건축된 창고의 지붕 부분이 붕괴된 사고가 있었음. 건축 설계사는 다음
의 근거에 따라 베트남 법인에게 창고 지붕 부분 붕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었음.
- 2003년 11월 26일자 건설법(창고 건설 시 적용되고 있던 건설법, “2003년 건설
법”) 제58조 제2항 제(c)호 및 제(h)호에 의하면 건축 설계사는 그들의 설계 품질에
책임이 있고 그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건축물 품질관리에 관한 2004년 12월 16일자 Decree 제209/2004/ND-CP호
(“Decree 제209/2004/ND-CP호”) 제16조 제5항에 의하면 건축 설계사는 그들
의 고용한 자에 대하여 건축물 설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손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설
계 품질 및 기타 위반에 영향을 주는 부적절한 정보, 서류, 건설기준, 기술적 솔루션
및 기술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Decree 제209/2004/ND-CP호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 설계사는 보증기간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사고에 대하여 배상할 책
임이 있음.

현행 건설법 제86조 제2항 제(b)호, 제(c)호 및 제(e)호에 의하더라도 건축 설계사는
그들이 약정한 설계 업무의 품질에 대한 책임 있고 업무의 품질 및 건설 설계 계약의
위반에 영향을 주는 부적절한 조사업무 또는 부적절한 정보, 서류, 건설기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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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기술적 솔루션의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위에 따라 베트남 창고의 건설 설계사는 건설 설계 과실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
상할 책임이 있음.
한편, 프로젝트의 소유주로서 건축 설계사가 제출하고 승인한 설계 서류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있음. 2003년 건설법 제57조 제2항 제(dd)호, 제(e)호 및 제(h)호에 의하
면 건축물 프로젝트의 소유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를 평가 및 승인하거나 평가 및
승인을 위하여 설계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고, 설계 자료를 확인 및 승인해야 하며, 관
련 규정에 반한 설계업무 설정, 정보제공, 설계 자료 승인 또는 프로젝트 소유주의 과
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현행 건설법 제85조 제1항 제(b)호, 제2항 제(dd)호에 의해서도 프로젝트 소유주는
체결된 계약을 이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고 건축 설계사에게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요
구하며 법령에 따라 건설 설계를 평가하고 승인할 책임이 있음.
따라서 건축주에게도 건축 설계사의 과실을 확인하고 인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
으므로, 설계 과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었고 창고 붕괴로 인하여 발
생한 손해의 일부를 부담해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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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주택법

9.1 주택소유권
2014년 주택법은 거주지를 가질 국민의 권리에 관한 2013 헌법 조항을 제도화. 헌법
에서는 주택 소유의 주체와 조건, 주택소유권의 인정, 주택 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서 명시함.

(a) 베트남에서 주택소유 허용 대상
■ 국내 단체, 가구, 개인
■ 해외 거주 베트남인
■ 외국 단체 및 개인
(b) 주택소유권의 인정
베트남에서 주택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단체, 가구, 개인이 적법한 소유 방
식을 통하여 주택을 소유해야 함.
- 국내 단체·가구·개인은 건설투자, 매입, 임대 매입, 수증, 상속, 자본 출자 수령,
주택 교환 및 법률 규정에 따른 그 밖의 형식으로 주택을 소유 가능.
- 해외 거주 베트남인은 인가된 부동산 사업법인 또는 협동조합으로부터의 상업주
택 매입, 임대 매입, 가구·개인의 주택 매입, 수증, 교환, 상속, 법률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을 자체 진행하기 위하여 토지 분양이 허용된 상업주택 건설 투자 프로
젝트 내 주거지 사용권 양수의 형식으로 주택을 소유 가능.
- 외국 단체 및 개인은 법에 따라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형식, 또는 주택건
설 프로젝트에 따른 아파트, 개별주택 등 상업주택의 매입, 임대 매입, 수증,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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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식으로 주택을 소유 가능. 단, 국방 및 안보를 위하여 유보된 지역은 제외.
주택소유권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있고 법
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은 국가에 의한 토지사
용권(핑크북), 토지에 부착된 주택 및 기타 자산에 대한 소유권증명서(“토지사용
권증서”)의 발급으로 인정됨. 주택 소유자로 인정을 받고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주택 소유 단체 및 개인은 자신과 국가, 지역사회에 대해 주택 소유자
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보유.
2014년 주택법 제10조 제3항과 제161조 제1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주
택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외국 단체 및 개인은 베트남 단체, 가구, 개인, 해외
거주 베트남인과 동일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보유 가능.
반대로 2014년 주택법 제161조 제2항과 제162조 제2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현
재 영업 중인 외국 단체와 베트남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은 베트남인과 동일한 주
택 소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음.
■ 주택 소유 기간
- 외국인 : 토지사용권증서 발급일로부터 최대 50년 (연장 가능)
- 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 : 제한 없음
- 외국 단체 : 투자등록증에 명시된 기간 내 (연장 기간 포함)
■ 외국인 소유 한도
외국 개인 및 단체를 모두 합하여 다음을 초과할 수 없음.
- 아파트 건물 1개 동 내 총 세대 수의 30%
- Ward(洞)급 행정 단위 내 개별주택 250채
- 외국인 소유권 한도가 소진된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
우, 해당 주택의 가액에 대해서만 권리가 주어짐.
■ 주택 사용 목적
- 외국인 : 주택 임차, 재임대
- 외국 단체 : 직원 거주 목적. 재임대나 사무실로 사용 또는 기타 사업 관련 목적은
허용되지 않음.

304 | 해외 건설을 위한 베트남 진출 가이드

■ 주택소유권의 이전은 아래의 시점에 효력이 발생.
(i) 주택의 자본 출자, 증여, 교환의 경우 : 출자 자본 수령자, 수증자, 교환받는 자
가 출자·증여·교환의 당사자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은 시점.
(ii) 개발업자와 매수인 간의 주택 매매의 경우 : 매수인 이 주택을 인도받은 시점
부터 또는 매수인이 개발업자에게 주택 매입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시점.
(iii) 부동산 사업 법인의 상업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부동산 사업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동산 사업 법인이 주택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거나 매수인이 부동산 사업
법인 에게 주택 매입대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한 다른 시점.
(iv) 상기 (ii) 경우를 제외한 주택의 매도 및 매입, 임대매입의 경우 : 당사자들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주택소유권 이전 시점은 매수인 또는 매입임차인이 주
택매입 또는 임대매입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은 시점.
(v) 주택 상속의 경우: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름.

9.2 주택 개발
(1) 일반 규정
2014년 주택법에 따라 주택 개발 프로젝트의 과잉을 제한하고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관청은 5년, 1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한 주택 개
발 프로그램 및 계획을 수립함.
주택개발업자들은 하노이, 호치민 시 등 베트남 대도시의 주택 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
을 검토하여 해당 기간 동안 신규 프로젝트 수행 여부 및 장래의 전략적 사업 계획을
결정 가능.
일반적으로 하노이와 호치민 시를 포함한 지역 주택 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은 주택 수
요(수량, 주택 종류, 총 바닥면적), 도시 각 지역에 다른 종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 면적에 대한 수요, 주택건설 투자를 위한 자본 수요(국가예산, 기타 자본), 주택
개발 기준(1인당 평균 주택 면적, 최소 바닥면적 기준, 주택 종류별 신축주택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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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바닥면적, 주택 품질 등)을 정함. 지역 주택 개발 프로그램 및 계획은 5년, 10년 후
장래 지역의 주택 개발 관점, 방향성, 목표 등을 정함. 이를 근거로 지역은 토지정책,
건설 및 건축계획, 재정정책(세제혜택 등), 시장 개발 및 주택 사용 관리 정책, 사회주
택 정책 수혜자들을 위한 주택 개발 솔루션, 모든 종류의 주택에 대한 투자 및 건설 방
식에 관한 솔루션, 자본 동원 솔루션 및 금융지원을 결정하게 됨.

(2) 상업주택 프로젝트에 의한 주택 개발
■ 개발업자의 요건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2014년 주택법 규정에 따르면 개발업자는 전문 역량
과 자본, 경험을 갖추어야 상업주택을 개발할 자격이 주어짐. 이에 따라 부동산 사
업 법인과 협동조합만이 개발업자가 될 수 있음.
■ 개발업자 선정 방식
투자법에 따라 2014년 주택법은 상업주택 개발 프로젝트의 개발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i) 토지사용권 경매, (ii) 토지사용 프로젝트 입찰, (iii) 투자법에 따른 투자
자 승인 등 3가지 방식을 규정함
■ 상업주택 건설투자에 사용되는 토지의 형식
2014년 주택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상업주택이란 시장기능(market mechanism)
에 따라 매매, 임대, 임대매입 목적으로 건설 투자된 주택을 의미함. 즉, 개발업자
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개발한 주택
■ 상업주택 건설투자를 위한 토지 사용의 형식
- 주거지 및 주거지로 사용목적을 전환할 수 있도록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보유하는 방식
- 임대, 임대매입, 매각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
받는 방식
- 임대용 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
- 상업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토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주거지 사용권을 이전
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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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에 의한 주택 개발 관련 기타 사항
베트남에서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투자법에 따라 투자
등록증 또는 투자정책 승인 등 투자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하고, 해당 프로젝트는
베트남법을 준수하여야 함. 베트남에서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비거주자인 매
수자 또는 투자자는 외국환 관리 규제를 고려하여 베트남 부동산 매입대금은 반드
시 베트남 계좌를 통해 지불. 부동산 투자자본 또는 매도 수익은 외국인 투자자가
세금을 납부한 후 베트남 이외의 국가로 송금이 가능.

(3) 재정착을 위한 주택 개발
재정착을 위한 주택 개발 및 토지 사용은 2014년 주택법 제35조의 재정착을 위한 주
택 개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재정착을 위한 주택의 배정 형식

- 프로젝트에 따라 건설된 상업주택을 매입하여 재정착 대상자에게 임대, 임대매입
및 매각
- 프로젝트에 따라 건설된 사회주택을 사용하여 재정착 대상자에게 임대, 임대매입
및 매각
- 국가는 승인된 기본계획에 따라 재정착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도록 확정된 토지 면
적에 국가예산, 국채, 채권, 공적개발원조, 후원자의 우대대출자본, 국가의 투자개
발 금융자본금으로 직접 주택건설 투자를 하여 재정착 대상자에게 임대, 임대매입
및 매각
- 가구, 개인은 대금을 지급받아 재정착을 위한 주택의 건설지역에서 상업주택의 임
차, 임대매입, 매입 여부를 선택하거나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 받아 승인된 기본
계획에 따라 주택을 자체 건설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
재정착을 위한 주택 건설 프로젝트 개발업자는 성급 인민위원회의 프로젝트 전문관
리위원회, 성급 토지개발기구 및 부동산 사업 법인을 포함하며, 프로젝트 개발업자는
2014년 주택법 제38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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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주택 개발
공무주택을 건설하거나 상업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무주택으로 사용하는 등의
형태로 중앙예산과 지역 예산을 포함한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개발함.
공무주택은 중앙공무원 주택과 지방공무원 주택으로 구성함.
공무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할 개발업자는 프로젝트의 종류에 따라 총리, 국
방부 장관, 공안부 장관, 성급 인민위원회가 결정함.

(5) 가구 및 개인의 주택 개발
가구 및 개인 주택 개발은 농촌 및 도시 지역에서 해당 형태의 주택 개발에 적용되는
요건과 주택 표준 및 품질요건을 충족해야 함.

9.3 주택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주택 파이낸싱은 2014년 주택법에서 새롭게 다루는 내용으로, 주택 개발을 위한 적
법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4년 주택법은 주택 개발을 위한 자본조달의 원칙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 종류별 주택 개발(상업주택, 사회주택, 재정착을 위한 주택,
공무주택)에 조달되는 자본의 출처를 명시함. 국가는 직접 자본조달 또는 저금리 대출
을 통하여 사회주택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자본을 할당할 책임이 있음. 이 규정에 따
라 자본의 횡령 또는 오용으로 인하여 주택 사용자들에게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자본조달에 관한 Decree을 발표할 예정임.
2014년 주택법에 따라 주택 개발업자들은 베트남에서 영업중인 금융기관이 제공하
는 대출,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 출자, 투자협력, 사업협력, 합작사업 등의 출자를 통
해서만 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 역외 금융기관 또는 비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을 조달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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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업자의 재무적 역량에 관한 조건
토지법에 관한 Decree 43/2014/ND-CP(이하 “Decree 43”)의 제14조 제2항에 따
르면, 토지를 이용하는 자는 토지를 이용한 프로젝트에 투입 예정인 총 투자금(자기자
본과 차입자본의 합)의 최소 20%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야 함(이하 “20% 자기자본 규제”).
20% 자기자본 규제 외에도 2020년 투자법 제38조 제3항과 제33조 제1항 제(c)호에
따라 개발업자는 토지에 대한 주택 프로젝트를 시행할 재정적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주주의 대출약정, 은행의 대출약정 등 차입금의 출처)를 제출하여야 함.

(2) 주택 개발을 위한 자본 출처 및 종류
2014년 주택법 제67조에 따라 주택 개발을 위한 자본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단체, 가구, 개인의 자본
- 현재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사회정책 은행, 금융기관의 차입금
- 선납 주택 매입, 임대매입, 임대 대금
- 개인 및 단체의 자본 출자, 투자협력, 사업협력, 합작투자, 연합 형태의 출자 자본
- 주택에 관한 목표 프로그램, 임대 및 임대매입을 위한 사회주택의 건설을 통하여
사회정책 대상자들에게 주택 지원을 하기 위한 중앙 예산과 지역 예산으로 구성된
정부의 지원 자본
- 해외로부터 조달된 자본 및 기타 적법한 자본
- 2014년 주택법 제69조에 의한 상업주택 개발을 위한 자본은 아래와 같이 구성.
- 개발업자의 자본
- 개인, 가구 및 단체의 자본 출자, 투자협력, 사업협력, 합작투자, 연합 형태의 출자
자본
- 장래에 형성될 주택의 매매, 임대, 임대매입 계약에 따른 주택 매입, 임차, 임대매
입 대금의 선납금
- 현재 베트남에서 영업 중인 신용기관 및 금융기관의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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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업자들은 해외 채권자(은행, 금융기관, 금융 단체, 기타
역외 단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상기 조항에 유의하여야 함.
역외 차입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약정이 아니라 사업협력(합작투자) 또는 프로젝트 투자 협력의 형
태가 되어야 함.
Decree 99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기 열거한 2014년 주택법 제68조와 제69조를 준수하지 않
고 자본 조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이를 위반한 개발업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본출자자/ 금융업자에게 손해배상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함.
실무상 2014년 주택법 제68조와 제69조에 따른 주택 프로젝트의 자본조달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
되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음.
(a) 주택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역외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거나,
(b)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시점에 매입자로부터 장래 형성될 주택의 매입 대금을 선지급받는
것임.

☞ 주택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시 역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
금융기관은 개발업자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또한 주택 매입자로부터
자본금을 조달 받기 위하여 개발업자는 프로젝트의 장래에 형성될 주택을 매각하는데 필요한 조건
을 충족하여야 함.

(3) 주택 개발을 위한 자본조달의 원칙
베트남에서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조달은 2014년 주택법 제68조에 명시된
원칙을 따라야 함.
- 자본조달 형식은 주택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하고, 자본조달 형식이 적법하지 않거
나 각 주택 종류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자본 조달은 무효임.
- 자본조달 단체 및 개인은 법에 따라 자본조달을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자본조달은 공개 및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주택 개발 자본을 보유한 단체와
개인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야 함.
- 자본을 조달하는 단체 및 개인은 당초 계획한 주택 개발 목적으로만 자본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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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며, 다른 프로젝트 또는 다른 목적으로 자본을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주택 개발 및 사회주택에 관한 정책 시행에 사용되는 자본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과 당사자들 간 합의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4) 프로젝트 개발 대금 지불의 제한
주택 개발업자는 프로젝트의 기초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만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받
을 수 있음.
최초 대금은 주택 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 인도 전 총 지급된 대금의 합
계는 70%를 초과할 수 없음.
해외 개발업자의 한도는 50%로 제한.
실무상 장래에 형성될 주택 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자금조달의 방식 중 하나로 해당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증금 계약, 청약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대금지급이 이
루어짐.
다만, 이와 같은 방식의 매입자의 주택 대금 선지급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음.

9.4 주택 개발의 외국인 소유권 제한
베트남의 WTO 서비스 약정(이하 “WTO 약정”) 및 국내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주거
용 주택 프로젝트의 투자자/ 개발업자에게 적용되는 외국인 소유권 제한은 없음. 즉,
100% 외국인이 소유한 회사도 베트남에서 주택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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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주택 개발 프로젝트
(1) 주택 개발 프로젝트의 정의
■ 2014년 주택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 개발 프로젝트

- 개별주택이나 주택단지의 신규 건설 또는 리모델링 투자 프로젝트
- 농촌지역에 통합 기술 및 사회 기반시설이 포함된 주택용 건물을 건설하는 투자 프
로젝트
- 도시 지역 건설 투자 프로젝트, 또는 주택건설 용도로 지정된 토지를 포함한 복합
용도의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 사업용 및 주거용을 포함한 복합 용도의 건물을 건설하는 투자 프로젝트
따라서 주거용 목적을 포함한 복합 용도의 프로젝트의 경우 주택 프로젝트로 취급함.

(2) 주택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요건
2014년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 프로젝트는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승인된 지역에서만 수립, 승인, 이행이 가능하고,
관할 기관의 투자결정 내용을 준수하고 주택 개발 요건을 충족할 것.
-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내의 구역은 베트남어로 명명하여야 하고, 개발업자가 프로
젝트 명을 외국어로 설정할 경우 우선 베트남어로 풀네임을 명시한 후 외국어 명을
표시할 것임. 프로젝트명과 프로젝트 구역명은 관할 기관이 결정하여야 하며 건설
기간과 완공 후 관리 및 이용기간 내내 사용됨.
- 프로젝트의 개발업자는 승인된 프로젝트의 모든 내용을 시행하여야 하고, 프로젝
트명, 이행 일정, 건설 주택의 종류, 연면적, 총 주택 수량, 주택 종류별 비율 등 승
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은 반드시 관할 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 주택 프로젝트 개발 절차
토지를 이용하는 투자프로젝트로서, 주택 프로젝트의 개발 절차는 2020년 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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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 부동산 사업법, 그리고 2014년 주택법의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

9.6 주택 개발 시 토지관련 이슈
(1) 토지가격 결정
토지법 제112조에 따라 토지가격은 다음 원칙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함.
- 토지가격 결정 시점의 토지 사용목적에 따름.
- 토지사용기간에 따름.
- 양도된 동일한 사용 목적의 토지의 시장가격 또는 낙찰가격(경매의 경우) 또는 토
지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과 동일한 수준 적용
-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사용목적과 동일한 수익성/수입이 기대되는 인접한 토지에
대해 동일한 가격 수준이 적용됨.

개별공시지가 : 토지법 제113조와 제114조는 프로젝트에 대한 특정한 토지 가격(이
하 “개별공시지가”)이 다음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i) 정부가 5년간 각 종류의 토지와 각 지역에 대하여 공포하고 발표한 표준공시지
가(이하 “표준공시지가”)
(ii) 5년간 표준공시지가(아래 명시된 가격 범위 이내)와 일치하여야 하고 5년 중 첫
해 1월 1일에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특정 성급 인민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공시
지가표(이하 “공시지가표”)
토지법 제113조는 표준공시지가 시행 기간 동안 시장가격이 표준공시지가에 명시된
최대 가격의 20% 이상 상승하거나 최소 가격의 20% 이상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표
준공시지가를 시장 기준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토지법 제114조는 표준공시지가가 조정되는 경우 또는 일반 시장가격이 변동되는 경
우 성급 인민위원회는 공시지가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2020년-2024년 표준공시지가에 관한 지침은 2019년 12월 19일자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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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019/ND-CP (“Decree 96”)에 규정되어 있고, Decree 96 부록 IX에 따르면
하노이, 호찌민 같은 주요 도심의 표준공시지가는 1m2당 150만 VND - 1억 6,200
만 VND(미화 65달러 – 7,043 달러) 범위임.
각 성/시의 공시지가표는 토지세, 토지 사용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수료 및 비용, 토지
관련 위반사항에 적용되는 과태료, 토지사용권의 사용 및 관리 중 손실을 초래한 경우
국가에 대한 보상금(토지법 제114조 제2항) 등을 산출하는 데 사용됨.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가 국가에 의해 할당 또는 임대되는 경우(경매를 통하지 않는 경
우)의 토지사용료, 국가에 의해 인정되는 토지사용권, 토지사용료가 지급되는 기관에
의한 용도 변경,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경우 사용자에게 지불되는 보상금(토지법 제
114조 제4항) 등을 산출하는 데 사용됨.

(2) 토지세
토지세에 관한 2011년 11월 11일자 Circular 153/2011/TT-BTC 제1조 제1항에
따라 택지는 매년 비농업 토지이용에 대한 세금(이하 “NALUT”)이 부과됨. (2016년
8월 12일자 Circular 130/2016/TT-BTC에 의해 수정) (이하 “Circular 153”).
주거지에 적용되는 NALUT 세율은 Circular 153 제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택지
조세 등급

조세 면적 (m2)

세율 (%)

1

허용한도 이내 면적

0.03

2

허용한도의 3배 이내 면적

0.07

3

허용한도의 3배 초과 면적

0.15

- 다가구 복층 건물, 아파트 건물, 지면에 부착된 건물의 택지는 0.03%의 세율이 적
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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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개발이 허용된 토지의 종류
토지법 제10조에 의하면 토지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는 농경지와 비농경지 등 2가지
유형 (하위 유형으로 주거지, 비농업 생산 및 사업용 토지, 수출가공지대, 무역 및 서
비스 토지 등을 포함)으로 분류됨.
주택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투자자들은 주거지(농촌지역의 주거지와 도시지역의 주거
지로 구성)를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여야 함.
2014년 주택법 제6조 제4항은 주거지가 아닌 토지에 주택 건설을 금지하고 있음.

9.7 주택 개발 프로젝트 담보의 등록
(1) 외국단체에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제공할 권리
외국인투자기업(Foreign Invested Enterprise, 이하 “FIE”)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프로젝트의 토지사용권으로 해당 대출의 담보 설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외국인 차주는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할 수 없음.

☞ 토지법 제174조 제2항 제d호 및 제175조 제1항 제b호에 따르면 토지 사용자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부착자산 및 토지사용권을 베트남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므
로 외국인 투자자는 토지사용권 또는 토지부착자산을 담보자산으로 제공받을 수 없음.

☞ 베트남에 설립된 금융기관(베트남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외국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 포함)과 외국
금융기관(예: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또는 금융회사) 간에 구성된 신디케이트론을 외국인투자
기업(FIE)에 발행하면 외국 금융기관에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설정하는 효과를 일정 수준까지는 얻
을 수 있음. 이러한 구조는 2016년 6월 30일자 Circular 24/2016/TT-NHNN에 의해 개정되
고 금융기관과 고객 간 신디케이트론에 관하여 규정한 2011년 12월 15일자 Circular 42/2011/
TT-NHNN(이하 “Circular 42”)에 규정되어 있음.
신디케이트론 하의 국내 대여자는 국내 대여자 및 국외 대여자가 제공한 대출의 담보를 위하여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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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용권에 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있음. 단, 국외 대여자 자격이 부여되는 기관에는 금융기관이 아
닌 단체(예: 일반법인 또는 증권회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할 것

(2) 장래에 형성될 건물 및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담보
(a) 담보 설정 가능 자산
토지사용권 및 토지부착자산에 대한 담보 등록에 관하여 지침을 제공하는 2019년
11월 25일자 Circular 07/2019/TT-BTP(이하 “Circular 07”)의 제4조 제1항
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FIE)은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으되,
해당 담보는 성급 자연 환경국(이하 “DONRE”) 하의 토지등록사무소(이하 “LRO”)
에 등록되어야 함.
- 토지사용권
- 토지부착자산
- 토지부착자산과 토지사용권
- 장래에 완공될 토지부착자산
- 토지사용권과 장래에 형성될 토지부착자산
- 주택 개발 프로젝트,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제외한 건축물, 기타 건설 개발 프로
젝트
Circular 07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부착자산은 주택, 주택 개발 프로젝트 하
의 건축물, 2014년 주택법에 따른 개별주택과 투자법, 부동산 사업법 및 기타 관련
법에 따른 기타 건축물을 포함함.
Circular 07 제3조 제2항 제a호에 따르면 장래에 형성될 토지부착자산은 검수 및
사용 수락 이전 단계에 진행 중인 주택 및 건축물을 포함함.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담보의 등록은 장래에 형성될 토지부착자산 및 토지사
용권에 대한 담보의 등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짐.
(b) 담보 등록 원칙
(i) Circular 07 제5조에 따라 다음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
- 주택 매매계약에 따른 재산권을 담보로 설정한 경우 장래에 형성될 주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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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담보의 동시 설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대로 장래에 형성될 주택을 담보로
설정한 경우 동시에 주택 매매계약에 따른 재산권을 담보로 설정할 수 없음.
- 외국인 투자기업(개발업자)가 주택 프로젝트 또는 장래에 형성될 주택에 대한
담보를 등록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FIE) 및 주택 매수인, 담보권자가 달리 합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기업(FIE)은 해당 주택 매도 전 담보부 자산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록을 하여야 함.
(ii) 외국인투자기업(FIE)이 매수인과의 주택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프로젝트 토지의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제공할 권리
2014년 주택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주택소유권은 매수인이 주택을 인도
받은 날 또는 매수인이 개발업자에게 총금액을 지급한 날로부터 이전됨.
부동산 회사와 체결된 상업주택 관련 계약의 경우, 주택소유권은 부동산 사업
법에 따라 이전됨.

☞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FIE)이 여전히 프로젝트 토지사용권의 단독 소유주이
며, 토지법 제174조 제2항 제d호 및 제175조 제1항 제b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FIE)은
베트남에서 인가 받은 금융기관에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보유.

(iii) Decree 99 제19조 제2항 제b호에 따르면 장래에 형성될 주택의 매매계약,
임대계약, 임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매입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경우
- 매매 또는 임대매입 대상인 주택 또는 건설 개발 프로젝트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 개발업자는 해당 담보의 해제/취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
당 담보의 해제/취소가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매입을
허용한다는 매수인/임대매입인 및 담보권자의 합의를 제출하여야 함.
- 주택이 매도 또는 임대매입 조건을 충족한다는 통지를 건설국(이하 “DOC”)
이 송부하였으나 개발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담보를 설정한 경
우, 담보 설정 이후의 주택 매도 또는 임대매입은 해당 주택이 관련 조건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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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고 개발업자가 매도 또는 임대매입 조건 충족에 관한 DOC의 통지를 받
은 이후에만 이루어져야 함.

9.8 외국인의 주택소유권
(1) 베트남에서의 주택 소유 허용 대상 외국인
2014년 주택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외국인 단체 및 개인은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
유할 수 있고, 동법 제159조 제1항에 의하면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외국인 단체 및 외국인 개인은 아래와 같음.

(i) 베트남에서 실행되는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한 외국인 단체 또는 외국인 개인
(ii) 베트남에서 현재 영업중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회사의 지점 및 대표사무소, 외
국 투자 펀드 및 외국은행의 현지 지점(이하 “외국인 단체”)
(iii) 베트남에 출입이 허용된 외국인 개인

(2) 주택 소유 방식
2014년 주택법 제1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단체 및 외국인 개인은 다음
과 같은 방식으로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 가능.

(i) 베트남에서 실행되는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함.
(ii) 정부가 국방 및 안보를 위해 관리하는 구역을 제외하고 주택건설 투자프로젝트의
아 파트 및 개별주택으로 구성된 상업주택(예: 주택 개발 프로젝트의 건설 중인 아
파트 또 는 빌라의 분양)을 매입 또는 임대매입하거나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음.

(3) 주택소유 한도
2014년 주택법 제161조 제2항은 외국인 개인 및 외국인 단체의 주택소유 한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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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하고 있음.
주택소유 자격이 있는 외국인 단체 및 개인은 베트남 내국인 주택 소유자와 동일한 권
리를 가지되 아래의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i) 1개 동의 아파트 건물의 30% 미만의 가구 매입, 임대매입, 증여 또는 상속을 받
을 수 있으며, 빌라 및 연결 주택을 포함한 개별 주택의 경우에는 Ward(洞)급 행
정단위의 인구수에 상응하는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250개 가구를 초과하여
매입, 임대매입,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음.
Ward(洞)급 행정단위의 인구수에 상응하는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에 복수의 아파
트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나 하나의 거리에 복수의 개별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정부는 각각의 외국인 단체 또는 개인이 매입 또는 임대매입하거나 증
여 또는 상속을 받아 소유할 수 있는 아파트 또는 개별 주택의 수에 대하여 세부
내용을 규정함.
(ii) 위 (i)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증여 또는 상속받거나, (i)에 언급된 주택 수량을 초
과하여 주택을 증여 또는 상속 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
만 받을 수 있음.

(4) 주택 소유 조건
■ 2014년 주택법 제160조에 의하면 외국인 단체 및 외국인 개인의 주택소유 조건.
(i) 베트남에서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외국인 단체 및 외국인 개인은 해당 프
로젝트의 투자등록증을 취득하였고 프로젝트 내 주택이 건설되었을 것
(ii) 외국인 단체(베트남에서 현재 영업중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회사의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외국 투자펀드 및 외국은행의 현지 지점)는 해당 프로젝트의 투자등록증을
취득하였고 프로젝트 내 주택이 건설되었을 것
(iii) 외국인 개인은 베트남 입국 승인을 받고 법률에 따라 특혜권, 외교관 면책특권 또
는 영사관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는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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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 소유 기간
2014년 주택법 제161조 제2항 제c호 및 제dd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음.

(a) 외국인 개인 : 주택의 매매, 임대매입, 증여 또는 상속에 관한 계약상 거래에서 합
의한 대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나, 소유 기간은 토지사용권증서 발급일부터 50
년을 초과할 수 없고 외국인이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정부 규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주택의 소유 기간은 토지사용권증서에 명시되어야 함.
베트남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개인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 내국인은 안정
적으로 장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베트남 내국인인 주택 소유자와 동일
한 권리를 가짐.
(b) 외국인 단체는 주택 매매계약상 거래에서 합의한 대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나,
소유 기간은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해당 단체에게 발급된 투자등록증에 명시
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주택의 소유 기간은 토지사용권증서 발급일부터 산정
되고 토지사용권증서에 명시되어야 함.
(c) 주택의 소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유자는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자격이 있
는 주체에게 주택을 증여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주택의 소 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소유자가 주택을 증여하거나 매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은 국가의 소유가 됨.

☞ 베트남에서 주택을 매수 및 소유할 수 있는 외국인 개인 및 외국인 단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2014년 주택법과 토지법의 규정은 일치하고 있지 않음.

(i) 2014년 주택법은 외국인 개인과 외국인 단체가 상업주택 프로젝트의 주택을
매수 및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해당 외국인 개인 및 외국인 단체가
주택매매계약을 양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하여 외
국인이 매매계약을 양수하여 베트남에서 주택을 매수 및 매도하고 이윤을 남기
기 위하여 재매도함으로써 법을 우회하는 결과가 발생. 따라서 관할 기관(즉, 건
설부)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단체 및 외국인 개인이 주택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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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 규정을 추가하도록 건의하고 있음.
(ii) 외국인 단체 및 외국인 개인은 2014년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및 개별 주택을 매
수 및 소유할 수 있지만 토지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토지 사용자가 아니므로 토
지사용권을 가질 수 없음(결국 주택소유권이 없는 효과). 이는 일부 시/성의 지
역 관할 기관이 주택을 소유하려는 외국인에게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할 때 문
제가 될 수 있음.

9.9 주택 거래 절차
(1) 거래 체결 전 주택 상태 확인 방법
■ 주택의 법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을 사용
- 토지사용권증서 확인 : 토지 구역, 토지 사용목적, 사용기간, 토지 연혁 등을 확인
- 등록세 납부 고지 및 영수증, 현재 주택 도면 등을 확인
- 토지가 토지 계획, 담보, 분쟁 또는 수용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현급 토지
등록청에 토지 데이터를 요청하는 서식을 제출

(2) 주택 양수도 절차 및 소요 기간
- 1단계 : 필수 문서 작성
- 2단계 : 주택 양수도 계약 공증
- 3단계 :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토지 등록청 또는 동급 인민위원회에 문서 제출
- 4단계 : 개인소득세 및 등록수수료 납부
- 5단계 : 변경 토지사용권증서 취득

예상 소요기간 : 관청이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15 영업일

(3) 토지사용권증서의 소유자명 변경에 필요한 문서

2부 법령 분야

| 321

- 토지 변경 등록 신청서
- 주택 양수도 계약
- 변경 전 토지사용권증서
- 개인소득세 신고
- 개인소득세 면제 (해당하는 경우) 증빙 서류
- 등록수수료 신고
- 등록수수료 면제 (해당하는 경우) 증빙 서류

(4) 양수도의 경우 토지사용권증서의 명의자 변경 책임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토지사용권증서 상의 명의자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양 당사자는 어떠한 당사자가 해당 절차를 이행할 지에 관하여 합의를
할 수 있음. 단, 양수인은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5)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양수도 가능 여부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양수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양도인은 양도 전에 담
보권 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함.

(6) 외국인의 영구적 주택 소유 가능 여부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아파트, 상업주택 및 단독주택 등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나,
토지사용권증서 발급일로부터 50년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는 없음. 외국인은 이러한
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있음.
베트남 내국인 또는 해외 거주 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안정적인 장기 주택소유
권을 가질 수 있고 베트남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음.

(7) 프로젝트 내 아파트 매수 시 토지사용권증서 등록절차 이행 의무자
매수인이 프로젝트 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 프로젝트 개발업자는 매수인 대신 토
지사용권증서 발급 절차를 이행하거나 매수인이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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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함.

(8) 주택 양수도 계약의 가격을 실제 주택 양수도 가격보다 낮게 작성한 경우의 법적 결과
주택 양수도 계약의 가격을 실제 주택 양수도 가격보다 낮게 작성하는 것은 불법임.
적발될 경우 양도인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될 수 있고, 탈세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 또한 양수도 가격의 허위 신고는 당사자 간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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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부동산 사업법

10.1 거래가 허용된 부동산 유형
부동산 사업법에 따라 거래(매매, 임대차, 전대차, 임차만기구매, 증여/상속 등)가 허
용되는 부동산은 5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i) 주택 및 건물과 (ii) 토지사
용권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주택 및 건축물
- 단체, 개인의 완공된 주택 및 건축물
- 장래에 완공되는 단체, 개인의 주택 및 건축물
- 국가가 거래를 허용한 공공자산인 주택 및 건축물

■ 토지사용권
- 국가가 양도, 임대, 전대를 허용하는 토지 유형의 토지사용권

10.2 부동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의 요건
부동산 사업을 하는 단체, 개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업이나 합작회사를 설립할 것
- 비정기적, 소규모로 부동산을 매도, 양도, 임대, 임차만기 구매방식으로 매도하는
개인, 가구, 단체의 경우에는 기업을 설립할 필요가 없으나 법률 규정에 따라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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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해야 함.

2020년 1월1일부로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더 이상 최소 법정자본금의 제
약을 받지 않음.

10.3 외국인투자기업(FIE)의 부동산 사업 범위
(1) 전대를 위한 주택 또는 건축물 임차

(2) (국가가 임대하는 토지의 경우) 임대를 위한 주택의 건설, 매도·임대·임차만기구매
방식의 매도를 위한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건설에 투자

(3) 매도, 임대, 임차만기구매방식의 매도를 위한 주택, 건축물의 건축에 관련된 투자자의
부동산 프로젝트 일부 또는 전부 양수

(4) (국가가 할당하는 토지의 경우) 매도•임대•임차만기구매방식의 매도를 위한 주택
의 건설에 투자

(5) 산업구역, 공업집적단지, 수출가공구역, 첨단기술구역, 경제구역에서 임대된 토지에서
토지 사용 목적의 범위 내에 거래가 허가된 주택, 건축물 건축에 투자

☞ 해외 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FIE)의 부동산 사업상의 제한
해외 투자자, 즉 외국인은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베트남 내에서 부동산사업을 영위
하는 것이 금지됨.
국내 투자자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투자기업(FIE)은 매도, 임대를 위하여 주택, 건축물을 매수하는
것과 같은 특정 사업활동을 할 수 없음. 즉 외국인투자기업(FIE)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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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주택,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는 것임.
또 외국인투자기업(FIE)이 “매도, 임대, 임대차만기구매방식의 매도를 위한 주택, 건축물을 건축하
려고 투자자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의 일부나 전부를 양수하는” 것만이 허용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FIE)이 해당 부동산 프로젝트 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만 부동산 프로젝트를 양수할
수 있다는 해석 또한 가능함.
이에 당국은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 해당 양도를 자산이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외국
인투자기업(FIE)은 양수한 부동산 프로젝트를 양수하더라도 해당 주택, 건축물과 관련해서 거래(매
도, 임대, 임차만기구매)를 할 수 없음.

10.4 영리를 위한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요건
(1) 사업을 위한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는 기본계획, 토지 사용계획, 도시 기본계획, 농촌
건설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관할 국가기관에서 승인한 시행계획에 따라야 함.

(2)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의 투자 절차, 순서는 투자, 토지, 도시, 건축,
주택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률의 기타 규정에 따라야 함.

(3)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는 건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정확한 진척 과정에 맞춰 시공
되어야 하며 품질이 보증되어야 함.

10.5 부동산 매매, 양도, 임대, 임차만기구매방식의 매도 		
가격, 대금 지급
부동산 매매, 양도, 임대, 임차만기구매방식의 매도 가격은 법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들이 합의한 바에 따름. 상업적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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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일부 공공 목적의 부동산에 관해서는 제한이 존재함.
(예) Decree 제100/2015/ND-CP호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투자자는 총투자비의
10%를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가격으로 공공지원 주택을 매도할 수 없음.

10.6 주택, 건축물의 매매 원칙
(1) 주택, 건축물의 매매는 토지사용권과 함께 매매 되어야 함.

(2) 아파트, 다용도 혼합 건물의 매매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
(a) 공동 사용면적, 설비와 각 소유주의 개별 사용면적, 설비를 명확히 구분.
(b) 아파트, 다용도 복합 건물의 한 가구, 면적 일부를 매수한 소유주의 토지사용권은
공동사용권이 되나, 각 토지사용권의 종류는 소유주 간에 통일되어야 함. 토지사
용권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토지 임차 기한 또한 통일되어야 함.

(3) 아파트, 다용도 복합 건물의 한 가구, 면적 일부의 매수인은 국가로부터 토지사용권
증서를 발급 받음.

(4) 주택, 건축물의 매매 시 주택, 건축물에 관한 서류가 수반 되어야 함.

(5) 주택,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시점은 각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택, 건축물을 인도하는 시점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거래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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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매도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보증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주택, 건축물에 대한 보증 책임이 있음. 주택, 건축물이
보증기한 내에 있는 경우 매도인은 설비의 공급, 건설시공 책임이 있는 개인, 단체가
건설법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음. 주택, 건축물의 보증기
한은 건설, 주택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행되며 보증기한이 종료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합의에 따름.

☞ 건축물의 보증기간
주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의 최소 보증기간은 60개월이며 독립 주택의 보증기간은
24개월. 건설법에 관한 Decree 제06/2021/ND-CP호 제28조에 의하면 특수건축물이나 1등급
건축물의 최소 보증기간은 24개월이며 기타 건축물의 보증기간은 12개월

10.8 부동산 프로젝트 양수도의 원칙과 요건
신규 프로젝트를 획득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투자자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를 양수하는 것
이 선호됨.

부동산 프로젝트 양수도의 절차와 요건은 주로 토지법, 부동산 사업법, 투자법에 규정
됨. 이들 법령은 사업활동에 필요한 비교적 완전한 법적인 틀을 제공하지만 이들 법에
는 일부 중복이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들이 존재하여 투자자와 국가기관에게 혼선을
초래함.

(1) 부동산 프로젝트 양수도의 원칙
부동산 사업법 제48조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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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원칙 준수

(a) 부동산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도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i) 프로젝트의 목표를 변경 하지 않음,
(ii) 프로젝트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음,
(iii) 고객과 개별 관계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함.
부동산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도와 프로젝트 수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함.

(b) 부동산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도 할 때 관할 국가기관이 서면으로 투
자에 동의해야 함.

(c) 해당 프로젝트를 양수하는 투자자는 토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증
서를 발급받거나 그 투자자가 발급받은 증명서에 수정사항이 등록되도록 해야함.
따라서 부동산 프로젝트 양수도는 프로젝트 토지의 토지사용권 양도를 수반함.

(d) 부동산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투자자는 프로젝트의 투자 결정,
투자에 대한 기본 승인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해당 프로젝트의 건설증명서,
건설기본계획, 프로젝트 서류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음.

(2) 부동산 프로젝트 양수도 요건
(a) 프로젝트는 관할 국가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승인된 1 : 500의 마스터플랜 또는
총괄 부지 기본계획이 있어야 함.

☞ 양수인이 프로젝트 내용의 수정을 원한다면 국가기관에 이를 신청할 수 있으나 해당 수정은 지
역단위 계획의 수정 또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이를 수락할 지는 불확실함. 그리고
이 절차는 시간이 많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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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수인이 프로젝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프로젝트 양도 절차를 밟기 전에 1 : 500
의 마스터플랜 또는 총괄 부지 기본계획, 관련 문서를 양도인에게 변경해줄 것을 양수인이 요청
하는 것을 권장함.

(b) (i) 양도하는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일부는 토지 수용, 보상 업무가 완료되어야 하
고, (ii) 기반시설 건설투자 프로젝트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일정
대로 기술기반시설 건설을 완료할 것.

☞ 부동산 사업법에 따르면 조건 (ii)는 기반시설 시공을 위해서 투자 프로젝트 전부를 양도할 때만
적용됨.
(예) 운송 도로, 수도 시스템 건설 프로젝트 등.
단, 실제로 일부 기관은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 양수도
에 이 조건을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프로젝트 양도 절차를 밟기 전에 당사자들 이 지역 기관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c) 프로젝트에는 토지사용권에 관한 분쟁이 없고, 관할 국가기관의 행정 결정 집행
또는 집행 보장을 위한 압류가 없어야 함.

☞ 이들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베트남에 없기 때문에 매수인은 대상 프로젝트가 이
들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신문, 기존 사례, (가능할 경우에 한함) 국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함. 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상 프로젝트가 해당 조건들을 충족한
다는 것을 진술하고 보증할 것을 요청하게 됨.

(d) 관할 국가기관의 프로젝트 철회, 토지 수용의 결정이 없어야 하며, 프로젝트의 전
개 과정 시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처벌의 결정 집행이 완료되
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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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프로젝트를 양도하는 투자자는 양도 프로젝트의 토지사용권증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 대상 프로젝트의 토지사용권증서를 토대로 매수인은 해당 프로젝트의 잔여 토지 사용기간도 확
인할 수 있음. 토지법 제188조 제1항 제(d)호에 따르면 매도인은 프로젝트의 토지사용 유효기
간이 남아있을 때만 해당 프로젝트를 양도할 수 있음.

(f) 부동산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는 투자자는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어야 하고(즉 부동산 사업 능력을 갖추어야 함),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춰
야 하며, 적합한 법률 규정에 따른 건설, 사업 투자의 지속적 전개를 약정하고 프로
젝트의 진척 과정, 내용을 보장할 것.

☞ 현행 법률 상 국가기관이 프로젝트 양수도 거래를 승인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대상 프로젝트를
받을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급 기관마
다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음.
(예) 호치민시 기관은 대상 프로젝트 양수도 승인을 하기 전에 해당 기업의 설립을 요구 하는 반
면에 하노이시 기관은 해당 승인을 한 후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함.
부동산 사업 기업의 재무 능력의 경우 대상 프로젝트가 각각 20ha 미만이거나 20ha 이상이라
면 이 기업은 대상 프로젝트 총 투자자본금의 15~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함. 이 조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필요한 계좌 잔액이 표시된 은행잔고 증명서, 소유주의
지분이 총 투자자본금의 15~20% 이상임을 보여주는 이전 년도의 감사 재무제표, 만약 현물로
자본출자를 했다면 출자자산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자격을 갖 춘 베트남 평가자가 발급한 확
인서 등을 포함한 문서를 국가기관에 제출해야 함.
그리고 이 기업은 신용기관, 외국 은행지점, 기타 단체, 개인으로부터 프로젝트 시행 자금을 조
달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총 투자자본금의 잔액(즉, 총 대출 자본)을 확보해야 함. 이 조건을 충족
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은행대출 약정서나 모기업이 프로젝트 시행기간 중 해당 대
출 자본을 제공하겠다는 증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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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소방방재법

11.1 투자자의 책임
소방방재에 대한 투자자의 책임은 Decree 제136/2020/ND-CP호에 규정되어 있
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다음 기준을 보장해야 함.
■ 프로젝트 및 건설설계의 개발이 화재예방 및 소방에 대한 요구사항 준수
■ (필요한 경우) 시공 전에 화재예방 및 소방 설계에 대한 승인 취득
■ 승인된 화재예방 및 소방 설계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건설 검사/감리 실시
■ 화재예방 및 소방 설계(있는 경우)의 수정/보충 내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건설
개시 전에 승인 취득
■ 건설에 대한 화재예방 및 소방의 인수 수행(필요한 경우)
■ 인수 및 운영을 위해 인계 시까지의 건설기간 동안 건설 화재예방 및 소방 관련 안
전 보장
■ 관할 또는 관리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화재예방 및 소방 설계 승인, 건설 승인
에 관한 서류를 제공 또는 제시.

11.2 건설 등에 적용되는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건설, 개조 또는 건설공사 목적 변경을 위한 프로젝트 및 설계 개발에 적용되는 화재
예방 및 소방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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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현장은 주변 공사로부터 적절한 화재 안전 이격 거리 확보
■ 모든 공사는 그 규모와 목적에 적합한 내화도를 가져야 하며, 공사의 다른 항목 및
해당 공사와 다른 공사 사이에 화재 안전 및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
■ 생산 기술, 전력 시스템, 낙뢰 보호 시스템, 정전기 방지 시스템, 공사 방폭 시스템
및 기술 시스템과 장비의 위치는 화재 안전 요구사항 준수
■ 화재 탈출 경로, 조명 및 지침, 화재 경보 신호, 연기 배출 환기 시스템이 있어야 하
고, 구조 장비는 신속하고 안전한 탈출 보장
■ 운송 시스템 및 주차장의 크기와 적재 용량은 모터 소방 장비의 소방 작업이 가능
한 수준. 소방용수 공급으로 소방 활동 가능해야 함.
■ 모든 공사의 화재경보기, 소방설비 및 기타 소방 장비의 수량, 위치 및 기술 사양이
공사의 특성과 목적에 적합할 것

11.3 화재예방 및 소방 설계 승인의 취득이 요구되는지 		
여부 결정
Decree 제136/2020/ND-CP호의 부록 V는 화재예방 및 소방 설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 및 건설의 목록을 제시함.
해당하는 건설물의 결정은 프로젝트의 총 층수 또는 총 용적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으로, 7층 이상 또는 총 용적이 5,000m3 이상인 복합건물, 아파트, 호텔, 호스텔, 모
텔 등, 또는 총 용적 3,000m3 이상 규모의 슈퍼마켓 또는 쇼핑몰은 화재예방 및 소방
설계 승인을 받아야 함.

2부 법령 분야

| 333

11.4 화재예방 및 소방을 위한 설계 평가 및 승인 절차 수행
(1) 대상
Decree 제136/2020/ND-CP 호의 부록 V에 규정된 프로젝트와 건설은 화재예방
및 소방 설계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함.

(2) 승인 취득 시점
화재예방 및 소방 설계에 대한 승인은 건설 프로젝트 개시 전에 취득

(3)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
설계 유형 및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5~10영업일.

(4) 승인 기준
화재예방 및 소방 설계 승인을 위해 다음 내용을 검토 및 평가 :
■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한 규정 및 표준의 목록, 기술문서, 기술 지침 및 건설공사
설계에 적용되는 기술
■ 소방차를 위한 도로, 주변 건설공사로부터의 화재 안전 이격 거리
■ 소방용수 공급
■ 내화 수준, 화재 및 폭발 위험 등급, 화재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목적 기반 공간 분할
■ 화재 및 화재 확산 방지 방안
■ 연기 분산 방안
■ 탈출 방안
■ 구조 및 구조 지원을 위한 방안
■ 낙뢰 및 정전기 방지 계획
■ 화재예방 및 소방 시스템 및 화재예방 및 소방과 관련된 기타 기술 시스템에 대한
전원 공급 방안
■ 화재경보기 및 소방시스템과 공사의 소방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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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 당국
(a) 소방방재 및 구조 경찰국(Police Department of Fire Prevention and
Firefighting and Rescue)
- 공공투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가 중점 프로젝트 및 건설공사, A 그룹 프
로젝트 및 건설공사의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와 건설공사(국가 자금 프로젝
트 및 투자자가 지방 정부인 건설공사는 제외)
- 높이가 100m를 초과하는 건설 공사
- 2개 이상의 중부급 도시 및/또는 성에 위치한 건설 공사
(b) 소방방재 구조과 (Provincial Division of Fire Prevention and Fire-fighting
and Rescue)
- 소방방재 및 구조 경찰국의 평가를 받지 않은 프로젝트 및 건설공사
- 그 밖에 소방방재 및 구조 경찰국의 인가를 받은 경우

11.5 사용 개시 전 화재예방 및 소방 인수
(1) 대상
화재예방 및 소방 설계 승인을 받은 건설 프로젝트는 화재예방 및 소방 인수 시험을
받아야 함.

(2) 인수 시점
건설공사의 사용 개시 전에 화재예방 및 소방 인수를 받을 것

(3) 인수 방법
투자자는 화재예방 및 소방 인수 서류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관할 기관은 서
류를 검토하고 건설공사의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련
된 장비 및 시스템의 실제 작동 가능성을 점검 및 검사해야 함. 그리고 투자자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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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수 시험 결과와 비교하고,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기록해야 함. 관할 기관은 검사
후에 화재예방 및 소방 인수 승인서를 발행해야 함.

(4) 관할 당국
건설공사의 화재예방 및 소방 인수 관련 관할 당국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소방 승인을 발행한 당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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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환경보호법

12.1 사전 환경영향 평가
(1) 평가 대상
“I급” 프로젝트(즉, 환경 위험이 가장 높은 프로젝트)만 "사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됨.

(2) 평가 시점
이 절차는 관련 투자법에 따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정책 승인절차와 동시에, 건설투
자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수행됨.

(3) 평가 내용
사전 환경영향평가서는 투자정책 승인 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음
■ 투자 프로젝트 위치가 국가 환경보호 전략, 국가 환경보호 계획 및 지역계획, 지방
계획 및 기타 관련 계획의 환경 보호 내용에 부합하는지 평가
■ 프로젝트의 규모, 생산 기술 및 위치를 기반으로 투자 프로젝트의 주요 환경 영향을
식별 및 예측
■ 위치 선택 방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 위치에 존재하는 민감한 환경 요소 식별
■ 규모, 생산 기술, 폐기물 처리 기술 및 투자 프로젝트 위치에 관한 계획과 환경 영향
감소 방안 분석, 평가 및 선택
■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주요 환경 문제 및 그 영향

(4) 관할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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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책 결정 및 승인 신청과 동시에 사전 환경평가 내용을 검토해야 하므로, 관할
당국은 투자정책 결정 및 승인의 발행 주체임.

12.2 환경영향 평가
(1) 평가 대상
사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일부 I급 프로젝트 및 II급 프로젝트

(2) 평가 과정
환경영향평가는 타당성조사 보고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프로젝트 문서와 동시에 수행
(a)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i) I급 프로젝트 : 최대 45일
(ii) II급 프로젝트 : 최대 30일
(b) 검사 결과
(i) 승인 결정 또는
(ii)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
(c) 수정 및 보완 제출 : 최대 20일
(d) 검사 결과
(i) 승인 결정, 또는
(ii) 거절

(3) 평가 내용
(a)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동안, 투자자는 다음 내용에 대해 투자 프로젝트로 인해 직접적
인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및 개인 및/또는 투자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와 협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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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프로젝트의 위치

●

투자 프로젝트의 환경적 영향

●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

●

환경 관리 및 감독 프로그램, 환경적인 위험 상황 예방 및 대응 체계

●

기타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

(b)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
■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에 포함할 사항
●

투자 프로젝트의 기원, 프로젝트 시행사, 프로젝트 승인 당국, 법적 및 기술적 기
반, 환경영향평가(EIA) 방법 및 기타 채택된 방법

●

투자 프로젝트가 국가 환경보호 계획, 지역계획, 지방계획,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된 기술, 공사 항목 및 활동을 평가

●

자연적, 사회경제적 및 생물다양성 조건, 환경 상태 평가, 프로젝트 장소에서 영
향을 받는 대상 및 민감한 환경 요인의 식별, 프로젝트 위치의 적합성 입증

●

투자 프로젝트 단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환경영향 및 폐기물, 폐기물의 양과 특성,
생물다양성, 자연유산 유적지, 역사문화 유적지/기념물 및 기타 민감한 요소에
대한 영향, 토지 정리, 이주 및 이전으로 인한 영향을 식별, 평가 및 예측하고, 발
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 비상사태를 확인 및 평가함.

●

폐기물의 수집, 저장 및 처리 작업과 방법

●

투자 프로젝트의 기타 부정적 환경 영향을 줄이는 방법, 환경적인 향상 및 개선
계획, 생물다양성 상쇄 계획, 환경 관련 위기상황 예방 및 대응계획;

●

환경 관리 및 감독 프로그램

●

협의 결과

●

투자프로젝트 시행사가 내린 결론, 제안 및 약속

(4) 관할 당국
(a) 자연자원 환경부

2부 법령 분야

| 339

(i) I급 투자 프로젝트
(ii)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II급 투자 프로젝트로서 국회, 총리의 투자정책 결정/ 승
인이 필요한 프로젝트
(iii)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II급 투자 프로젝트로서 두 개 이상의 성에 위치한 프로젝트
(iv) 성급 인민위원회의 행정관리 책임이 아직 할당되지 않은 영해 내에 위치한 환
경영향평가 대상인 II급 투자 프로젝트
(v) 천연자원 환경부와 광물 채굴 허가, 수자원 채취 및 이용 허가, 해양투기 허가
및 해 역 이전 결정을 취득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II급 투자 프로젝트
(b) 국방부 및 공안부
환경영향평가대상인 나머지 투자 프로젝트
(c) 성급 인민위원회
환경영향평가대상인 나머지 투자 프로젝트

12.3 환경 허가
(1) 허가 대상
환경으로 배출해 처리해야 하는 폐수, 먼지, 배출가스를 발생시키거나, 프로젝트 운영
전에 폐기물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유해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I급, II급 또는
III급 프로젝트

(2) 허가 시점
(a) 환경영향평가 대상 투자 프로젝트 : 폐기물 처리 공사 시운전 전에 환경 허가 취득
(b)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투자 프로젝트 : 환경 허가를 건설 허가의 수정 또는 발
행 전에 취득
(c) 건설법 규정에 따라 건설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보고서 평가대상이 아닌 건설 프
로젝트 : 건설 허가의 수정 또는 발행 전에 환경 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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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 내용
(a) 허가대상 항목
●

폐수원, 최대 폐수 유속, 폐수 흐름, 폐수 흐름의 오염 물질 및 오염 물질의 허용
한계, 폐수 배출 및 폐수 수용부의 위치 및 방법

●

배출원, 최대 배기가스 유속, 폐수 흐름, 배기가스 배출 흐름의 오염 물질 및 오염
물질의 허용 한계, 배기가스 배출 위치 및 방법

●

소음원 및 진동원, 소음과 진동의 허용 한계

●

유해 폐기물 처리 작업 및 시스템, 유해 폐기물 코드 및 처리 허용량, 유해 폐기물
이송 스테이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운영 지역, 유해 폐기물 처리 사업자

●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수입이 허용된 스크랩(scrap)의 종류 및 수량, 생산
재료로서 스크랩을 수입하는 기관

(b) 환경보호 요구사항
●

폐기물과 배출물을 수집 및 처리하고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작업과
조치. 폐수를 수력 구조물로 배출하는 경우, 수력 구조물로 배출되는 폐수의 공급
원에 적용할 환경보호 요구사항이 마련

●

투자 프로젝트 및 유해 폐기물 처리 제공자와 관련하여, 기술 및 관리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저장, 운송, 이송, 예비 공정 및 처리를 담당하는 조치, 시스템, 작업
및 장비 보유

●

스크랩을 생산 재료로 수입하는 투자 프로젝트 및 시설의 경우, 스크랩 저장을 위
한 적절한 창고와 야적장, 재활용 장비, 불순물 처리 방안, 재수출 방안을 마련.

●

환경 관리 및 감독 계획, 환경 위기 예방 및 대응계획, 환경 위기 예방 및 대응과
환경 감시를 위한 장비와 공사가 있어야 함.

●

생활고형 폐기물, 일반 산업고형 폐기물 및 유해폐기물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
및 복원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 관련 수행하는 것이 필요

●

기타 환경보호 요구사항

(c) 환경 허가 기간
●

I급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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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투자프로젝트에 경우 : 10년

(4) 관할 당국
(a) 천연자원 환경부 : 최대 45일
(i) 환경보호법 제39조의 프로젝트로서 환경영향 평가보고서(EIAR)의 평가결과
가 천연자원 환경부의 승인을 얻은 프로젝트.
(ii) 환경보호법 제39조에 명시된 프로젝트로서 2개 이상의 성이 관여하거나, 성
급 인민위원회의 행정관리 책임이 아직 할당되지 않은 영해 내에 위치한 프로
젝트, 스크랩을 생산 자재로 수입하는 사업장, 유해 폐기물 처리업자
(b) 국방부 및 공안부 : 기한 없음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국가기밀로 분류되는 투자 프로젝트 및 시설
(c) 성급 인민위원회 : 최대 30일
(i) 환경보호법 제39조의 II그룹 투자 프로젝트
(ii) 환경보호법 제39조의 II그룹 투자 프로젝트로서 2개 이상의 군현이 관련된 프
로젝트
(iii) 환경보호법 제39조 제2항의 투자 프로젝트로서 환경영향 평가보고서의 평가
결과가 성급 인민위원회, 천연자원 환경부 또는 부처 기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
젝트
(d) 군현급 인민위원회 : 최대 30일
환경보호법 제39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제39조의 신청자

12.4 환경 등록
(1) 등록 대상
■ 환경 허가 취득이 요구되지 않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투자 프로젝트
■ 2022년 1월1일 이전에 환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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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서비스 시설은 2022년 1월 1일부터 24개월 이내에 환경 등록을 수행해야 함

☞ 예외 :
-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국가기밀로 분류되는 투자 프로젝트 및 사업
- 운영 중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량만 발생하는 투자 프로젝트, 제조/ 사업/ 서비스 시설로서
해당 폐기물이 현지 폐기물 처리 작업을 통해 처리되거나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경우
- 기타 경우

(2) 등록 시점
■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는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정식 운영 전
■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지 않는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허가서 발급 전 또는
환경에 폐기물을 방출하기 전

(3) 등록 내용
■ 투자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일반 정보
■ 생산, 사업 및 서비스의 유형, 기술, 용량, 제품, 사용된 원자재/ 연료/ 화학물질
■ 발생되는 폐기물의 유형 및 수량
■ 규정된 대로 폐기물을 수집, 관리 및 처리하는 계획
■ 환경 보호에 대한 약속

(4) 관할 당국
군현급 인민위원회가 담당

12.5 폐기물 관리
2020년 환경보호법에 따라, 일반 산업 고형 폐기물은 3개 그룹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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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자재로 재사용 및 재활용하는 일반 산업 고형 폐기물
■ 건축 자재 생산 및 수평화에 사용되는 표준, 기술 규정 및 기술 지침을 충족하는 일
반 산업 고형 폐기물
■ 일반 산업 고형 폐기물은 처리 대상임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일반 산업 고형 폐기물은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 회
수 및 처리되어야 하며, 일반 산업 고형 폐기물을 사용하거나 취급하도록 허가된 다른
시설로 이전해야 함.

12.6 환경보호법 위반에 따른 건설 프로젝트 중단 사례
Hon Rom Hills 프로젝트 호텔 및 리조트 프로젝트로서 빈투언성 인민위원회가
2016년 3월 운영기간 50년의 투자 정책 승인.
환경영향 평가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건설 허가도 받지 않았으나 프로젝트 투자자는
프로젝트 건설을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빈투언성 인민위원회는 승인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미비를 이유로 투자자에게 3억 VND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프로젝트를 6
개월 동안 중단시켰음. 또한, 투자자는 환경오염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야 했음.
빈투언성의 환경 보호국에 의하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서류가 수회 제
출되었으나(최근 제출은 2021년 12월 15일), 서류의 내용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
음. 이에 빈투언성 환경 보호국은 투자자에게 서류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투
자자가 이에 따르지 않았음.

참고문헌
베트남 법령조사 번역 및 분석, 법무법인 세종,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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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세무 분야
제1장 | 법인세
제2장 | 개인소득세
제3장 | 부가가치세
제4장 |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 및
기타의 원천징수세
제5장 | 이전가격세제
제6장 | 사례연구

베트남 세무 핵심 포인트

■

법인세 손금에서 총 이자 비용 제한 : 순이자 비용(이자비용-이자수익)은
EBITDA(이자비용, 법인세, 감가/감모상각비 공제 전 이익)의 30% 한도

■

분기별 법인세 중간 예납 :
한 과세 연도의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최종 법인세 신고납부액의 75% 이상
중간예납해야 하지만, 75% 미달분에 3분기 납부기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11% 지연이자 부과

■

파견 한국인 근로자가 1년에 183일 이상 체류하여 거주자 자격인 경우
현지 개인소득 세액(최고 세율 35%)과 사회보장세(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30%)는 입찰 시 법인 인건비 부담으로 반영 필요. 단. 1년에 183일 미만
체류하는 비거주자는 20% 개인소득세율 적용

■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
원료/자재, 기계장치, 설비/장비 공급 없는 건설, 조립 설치 용역 :
2% 법인세와 5%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원료/자재, 기계장치, 설비/장비 공급과 함께 건설, 조립, 설치 용역 :
2% 법인세와 3%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서비스 공급 : 5% 법인세와 5%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

이전가격 세제의 조사 강화 및 이전가격 문서화 법인세 신고 시 매년 제출

■

3억 달러 미만 투자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 시 세제혜택 미비

제1장

법인세

1.1 납세자
(1) 영리 법인
국내 및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부담함.

(2) 외국 법인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부담함.

(3) 국내 사업장
베트남 내에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과 관련된 원천 소득에 대해
서 납세의무를 부담함.

1.2 사업연도
(1) 일반적인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또는 과세관청에 통보된 회계연도임.

(2)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의 경우 또는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소득이 발생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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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과 마지막 사업연도 : 사업자 등록이나 투자허가증을 받은 시점부터 새롭게 설
립된 법인의 첫 사업연도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합쳐질 수 있
음. 또한 법인의 마지막 사업연도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는 그전 사
업연도로 합쳐질 수 있음. 단 사업연도는 15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1.3 납세지
법인은 본점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야 함. 법인이 본사 이외의 장소에서 처리, 조립,
운영 장소와 같은 별도 회계 장소를 가지는 경우, 본사와 별도 회계 장소 둘 다 법인세
를 계산하고 납부해야 함.

1.4 소득의 계산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소득은 회수와 상관없이 법인에게 지급된 보조금, 할증료, 추가
금을 포함하는 재화와 용역의 총 판매소득 금액임. 법인이 공제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됨. 법인이 직접법으로 부가가치
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에서 부가가치세는 포함됨(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건설 및 설치 활동의 경우 소득은 건설 및 건설 항목의 가액 또는 기존에 검사되고 인
증된 건설과 설치 가액이며, 원재료, 기계와 설비 공급계약을 포함하는 건설과 설치
시에는 원재료, 기계와 설비 가액을 포함한 건설과 설치에 들어간 금액이고 원재료,
기계와 설비 공급계약을 포함하지 않는 건설과 설치 시에는 원재료, 기계와 설비 가액
을 포함하지 않는 건설과 설치 활동으로부터 벌어들인 금액임(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조 1항c, 제5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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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수입 시기는 재화의 경우 구매자에게 소유권이나 재화를 사용할 권한이 이전
된 때이며, 용역의 경우는 구매자에게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때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청구를 할 때임(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조 2항).

1.5 과세소득
(1) 내국 법인의 사업소득
① 국내 원천 사업소득 : 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한 단체에 의해 생산 또는 재화와
용역의 판매로부터 생기는 소득
② 국외 원천 사업소득 : 해외 프로젝트로부터 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되며, 법인세
계산 시에 해외 프로젝트로부터의 이익과 손실은 베트남 내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
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2) 외국 법인의 사업소득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베트남 원천 과세소득은 베트남에
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수취하는 소득과 이자소득 및 사용료 소득을 포함함.

(3) 사업소득 외의 기타소득
① 자본과 주식의 양도소득
② 부동산 양도소득
③ 투자 이전, 투자 참여 권리의 이전
④ 로열티,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재산 소유권 및 사용권으로부터 이익과 기술 양도
소득. 기술 및 지적재산권의 양도소득은 총액에서 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창조하기
위한 비용과 유지, 성능 향상, 발전을 위한 비용, 기타 공제 가능 비용을 공제한 금액
⑤ 자산 리스로 인한 소득: 자산 리스로 인한 소득에서 자산의 감가상각비, 리노베이
션, 수리 및 유지, 리스해 주기 위한 비용과 자산 리스와 관련된 기타 공제 가능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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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차감한 금액
⑥ 예치금과 대여금의 이자 등

(4)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 금액은 재화와 용역의 제조 및 매매로 인한 사업활동 소득 금
액과 기타 소득 금액으로 구분됨. 사업활동 소득금액은 사업활동 소득에서 사업활동
의 공제 대상 비용을 차감한 금액임. 여러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소득 금액에 대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함(법인세법 시
행규칙 제4조 2항a).

기타 소득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받은 총 금액에서 매입 가액과 이전 관련 직접 비용을
제외한 후의 금액임.

1.6 법인세율
(1)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기본 법인세율은 2016년부터 20%로 인하되었음. 하지만 특별한 경우 법인세 인센티
브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적용 세율이 20%보다 낮게 책정되며, 세제혜택에 따른 최
저 세율은 10%임.
신설기업으로 사회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및 Economic
Zone, High-tech Zone에 위치하는 경우, 첨단 기술,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특별
히 중요한 인프라 개발 및 소프트웨어 생산에 투자하는 경우, 10% 우대 세율이 15년
동안 적용됨(과세소득 발생 후 4년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포함).

신설기업으로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 및 환경에 투자하는 경우, 10% 우대 세율 적
용됨(과세소득 발생 후 4년간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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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과세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위 면
제 및 감면기간은 매출이 발생한지 4차년도부터 자동적으로 개시됨. 이러한 ‘3-year
rule’은 신 법인세법에 새로 등장한 조항이지만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회사
에도 적용됨. 2008년까지 설립된 회사들 중 구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이 적용되는 회사로 아직 과세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 법인세 면제 및
감면이 개시되는 시점은 신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되며(즉, 3년), 계산 시점은 신 법인
세법이 발효된 2009년 1월 1일부터 임.

(2)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부동산, 투자, 투자 참여권 등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며, 조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다만, 판매, 임대나 임대 후 매입용 사회주택
투자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의 법인세율을 적용함(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
조2항b).

(3)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국내 원천소득의 경우, 수입 금액에 다음 세율을 곱하여 법인세
를 산출함(법인세법 제11조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3항).
① 용역에는 일반적으로 5%, 용역에 부수하는 재화에는 1%, 다만, 재화의 가치를 구분
할 수 없는 경우 2%
② 수입하여 베트남에서 공급되거나 수출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공급되는 재화 : 1%
③ 사용료 : 10%
④ 굴착기, 기계장치, 운송수단의 임대 : 5%
⑤ 대여금 이자 : 5%
⑥ 건설, 운송 및 기타 활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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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손금산입 인정되는 비용
구 법인세법에서 손금산입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던 것과는 달리,
신 법인세법은 손금산입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제시하고 있음.
■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 회사의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것
■ 하자 없는 세금계산서 및 기타 증빙서류들이 갖춰져 있을 것
■ 법에 나열된 공제 불가능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비용
① 법인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
② 적정 계산서 및 증빙을 갖춘 비용
③ 한 건의 매입금액이 2천만 동(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경우 현금 이외의 지급 증
빙 필요
- 2천만 동 이상 재화 및 용역을 매입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입 시
점에 공제받을 수 있음. 다만, 그 이후 현금 이외의 지급 증빙을 갖추지 않은 경우
현금 처리한 과세 연도에 해당 비용을 불산입함.
-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용역을 매입하고 현금등록기에 의하여 발행된 계산서
를 수취하는 경우, 지급 대가가 2천만 동 미만이면, 현금을 지급한 때에도 비용으
로 산입할 수 있음.

(2)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비용
① 토지 사용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양도 토지의 취득원가
- 토지사용 수수료나 임대료를 조건으로 양도하는 토지 : 국가에 지급하는 토지사
용 수수료나 임대료의 총액
- 다른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사용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하는 토지 : 양도 시점에
해당 지역의 인민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시가
- 현물 출자하는 토지 : 현물출자 약정에 따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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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가 토지를 복원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비나 지원비
③ 토지 사용권을 불하 받기 위한 수수료나 공과금
④ 지상 구조물이나 구축물의 가치
⑤ 양도하는 토지와 관련된 기타 비용

(3)사업과 관련되지 않지만 공제하는 비용
① 근로자 직업훈련 비용 : 강사, 교보재, 실습재료, 신입 직원 훈련 비용을 포함함.
② 근로자 복지 비용 : 근로자 가족의 행사, 휴가수당 및 의료비용 지원, 직업훈련, 천
재지변, 사고 및 질병에 대한 지원, 근로자 자녀 학비 지원, 근로자 여행비 지원, 실
업보험, 건강보험 및 기타 근로자를 위한 선택 보험(생명보험 및 자발적 연금보험
제외), 기타 복지 비용을 포함함.
③ 과세 연도에 발생한 복지 비용 총액이 과세 연도의 1개월 평균 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음. 1개월 평균 급여액은 연간 급여 총액을 12개월 수(사업활동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활동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연간 급여 총액은 연간 법인
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연간 지급한 급여총액에서 직전 연도의 급여 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4) 교육 후원금 등
정당한 수혜 대상이 아니거나 적격 증빙이 없는 경우 비용에 산입하지 않음(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2항).
① 직업훈련을 포함하는 정규 교육의 공립이나 사립학교의 교육 후원금
② 건강관리 후원금 : 의료장비 후원금, 그러나 의료장비 지분매입이나 출자, 의료장
비 및 의약품 후원금, 병원 및 의료센터의 운영 후원금, 후원금 모집 단체를 통한
환자 후원은 제외함.
③ 재난 극복 후원금 : 재난을 당한 개인 또는 모금활동 단체에 지급하는 현금 또는 현물
후원금
④ 영세민 주택, 공동주택 및 극빈자 숙소 건설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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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방정부, 협회나 사회단체, 자산 단체 후원금 등

1.8 손금불산입 항목(non-deductible expenses)
비용 항목 중 수익창출과 연관되고 적합한 증빙서류(청구금액이 2천만 동 이상인 거
래 시 은행계좌 이체 증명서 포함)가 뒷받침되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
고 있지 않은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됨.
2천만 동 이상 거래 시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고 수익 비용 대응이 되도록 하여
세무 팁

손금불산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다음과 같은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 비용에 해당함.
(1) 사업 활동과 관련되지 않는 비용

(2) 증빙이 없는 재화, 용역의 매입 비용

(3) 개인으로부터 증빙 없이 임차하는 경우

(4) 근로자의 급여 및 상여 중 불공제 비용
① 과세 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급 증빙이
없는 근로자의 급여나 상여
② 근로계약, 노동 합의, 이사회가 결의한 법인 내규 및 상여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근
로자의 급여 및 상여, 보험료. 다만, 다음과 같은 비용은 공제가 인정됨.
-

근로계약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학비(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만)를 급
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 구입자금 등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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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베트남 법인이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주거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③ 해당 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 급여 및 상여. 다
만 법인이 해당 급여 등에 대하여 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급여 준비
금은 연간 급여 총액의 17%까지 설정할 수 있음. 연간 급여 총액은 해당연도 법인
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연간 지급한 급여 등의 총액에서 직전 연도의 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준비금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준비금 설정
으로 결손을 계상할 수 없음.

(5) 회사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의 출장 경비
■ 근로자의 업무 출장을 위한 숙박비 및 경비는 적격 증빙을 갖추고 회사 규정에 따
르는 경우 비용에 산입함.
■ 2천만 동 이상의 출장 경비를 근로자 개인의 은행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 외
지급수단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며,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용에 산입함.
① 재화, 용역의 공급자가 발행하는 적격 증빙이 있을 것
② 법인에서 출장을 지시하였을 것
③ 회사 지침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 경비 및 항공비를 개인은행 카드로 지급하고 회사
로부터 변제 받을 것
-

법인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근로자의 항공권을 매입하는 경우 근로자의 이름이
표시된 전자 항공권, 탑승권 또는 현금 외 지급 수단 영수증을 적격증빙으로 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2항 No.9).

(6) 실제 지출하지 않은 미지급 비용
■ 고정자산의 주기적 수선비용, 계약 의무 이행, 자산 임차료 및 기타 미지급 비용과
같은 발생 비용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계상하는 경우, 해당 수입 금액에 비례하여
비용으로 산입하여야 함.
■ 이 경우 계약 등이 종료되는 때에 적격 증빙에 따라 실제 비용을 계산하여 해당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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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연도에 발생 비용을 증액하거나 감액함. 고정자산의 주기적 수선 비용은 분할하
여 해당 과세 연도의 비용으로 산입하며, 실제 비용이 계상한 수선비용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비용으로 산입함(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2항 No.20).

(7) 국내 사업장에 배분하는 경영관리비
■ 외국법인은 베트남 국내 사업장에 경영관리비를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할 수 있
음(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No.27).
* 배분하는 경영관리비 = [국내 사업장 수입금액/ 외국법인의 총수입 금액(외국의 국내 사업장 포함)] ×
외국법인 경영관리비 총액

■ 경영관리비는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베트남에 설립된 때부터 배부함. 외국 법
인의 비용은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따라 결정되며, 국내 사업장에 배부되는 비
용은 경영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 베트남 국내 사업장이 기장을 하지
않고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경영관리비를 배부
할 수 없음.

(8) 기타 공제되지 않는 비용
① 근로자 의복의 현물 지원은 비용에 산입함. 그러나 1인당 현금 5백만 동을 초과하
는 현금 지원은 공제받을 수 없음.
② 규정에 반하는 근로자 대가의 중복 지급
③ 행정기관에 대한 기여금
④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차입하는 사업 활동에 사용하는 차입금 이자율이
차입 당시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⑤ 재무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설정하거나 사용하는 충당금, 상품 재고평가 충당금,
채권 대손충당금 등
⑥ 투자 단계에서 고정자산을 창출하는 기반시설 개발 원가 : 사업 활동 초기에 수입
금액이 없지만 사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일상적 비용은 비용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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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투자 단계에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금액은 투자 가액에 포함함. 기
반 시설 개발단계에서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면서 예금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상계
하여 처리하고 잔여 예금이자는 투자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⑦ 교통법규, 사업자등록, 회계기준, 세법 등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나 과태료
⑧ 공제되거나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인승 이하의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계약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의 법인세를 부담하기로 한 법인을 대신하여 납부
하는 법인세, 법인이 소득세를 부담한다는 근로계약이 없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법
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⑨ 협회에서 부과하는 회비의 경우 공제할 수 있지만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할 수
없음.
⑩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고정자산 임차료의 선급금 등

■ 손금 불산입 항목의 추가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세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 개별 노동 계약서, 단체 노사 협약서, 혹은 사규에 기술되지 않거나, 실제 지급되
지 않은 직원 보수 지급 관련 비용
- 월평균 급여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직원 복리후생비, 직원의 가족에게 지
급된 복리 후생비, 의무적이지 않은 의료 및 상해 보험(non-compulsory
insurance)도 직원 복리 후생비로 간주됨.
- 종업원을 위한 자발적인, 법률에 정한 의무가 아닌 사용자가 임의로 가입한 연금
기금 및 생명보험에 대한 납입금으로 종업원 당 월간 300만 동을 초과하는 금액
- 적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적립된 연구개발 관련 충당금
- 노동법상 규정을 초과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였거나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 해외 기업의 본사에 의해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
에 배부된 간접비용 중 규정된 매출액 기준 배부 방식 하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 법정자본금의 미납입액에 상응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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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중앙은행 고시 이자율의 1.5배를 초과는 비금융 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
- EBITDA (이자비용, 법인세,감가/감모상각비 공제 전 이익)의 30% 한도를 초과
하는 특정 이자
- 재고자산 평가감, 대손충당금, 유가증권 평가손, 제품보증 비용, 건설공사 충당금
으로서 법규정을 위배하여 적립한 금액
- 외화표시 부채에서 기인하지 않은 외화 환산 손실
- 교육, 의료보건, 자연재해, 빈민 자선사업용 주택 건설, 또는 과학적 연구를 목적
으로 하지 않는 기부금
- 행정 벌과금, 과태료, 지연납부이자
- 특정 조건들을 만족하지 않는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용역비
상기 손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도록 비용 지출계획 시 유의하여야 함.
세무 팁

손금불산입은 법인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킴.

1.9 기술 개발준비금
■ 신 법인세법은 회사가 적립한 준비금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구
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음.
- 베트남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에 해당할 것.
- 연간 법인세 계산을 위한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기술 개발 활동을 위한 준비
금을 적립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 이는 베트남 내의 과학 및 기술 개발 활동에 투자되어야 함.
- 만약 적립 후 5년 이내의 총 투자금액이 적립금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총 투
자금액에서 부적절한 목적의 사용금액은 제외됨), 총 미사용 금액으로 인해 미납
된 법인세뿐 아니라, 상응하는 이자 또한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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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준비금(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Fund) 적립 시
세무 팁

향후 적립금액의 70%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5년 내에 투자해야 함.

1.10 세제 혜택
(1) 15년간 법인세 10% 우대 세율 적용(법인세법 제1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1항)
① 사회경제 열악 지역, 경제개발 지역, 첨단기술 지역(정보통신 집중 지역 포함)의 신
규 투자소득
② 다음의 신규 투자소득 : 과학연구 기술개발, 첨단기술 적용, 첨단기술 및 첨단기술
기업 육성, 수력발전, 발전, 상수도 및 하수도, 교량, 도로, 철도, 공항, 항만, 항공
터미널, 기차역 및 기타 총리가 결정하는 중요 기반 시설의 개발 투자, 신재생에너
지 및 청정에너지 생산, 에너지 처리, 바이오테크 개발. 다만, 건설회사의 건설 작
업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③ 다음의 환경보호 신규 투자소득 : 환경오염 저감 장비의 제조, 환경감시 및 분석 기
구, 오염 감소 및 환경보호, 폐수, 배기가스, 도시 고형 폐기물(MSW: Municipal
Solid Waste)의 처리, 폐기물 재활용

(2) 법인세 10%의 우대 세율 영구 적용
① 교육 및 훈련, 직업훈련, 건강관리, 문화, 스포츠, 환경 등 총리령으로 공표하는 공
공분야에 대한 투자소득
② 판매 및 임대용 사회주택 투자소득 : 사회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판매, 임대 및 취득
가격의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법인 및 개인이 건설한 주택 등

(3) 신규 투자의 법인세 감면
① 4년간 100%, 그다음 9년간 50% 감면(법인세법 제14조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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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1항)
- 10% 특례세율 적용 대상 투자소득(법인세법 제13조1항) : 의료보건 사업 등
- 사회경제 열악지역 또는 사회경제 취약지역의 사회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소득
② 4년간 100%, 그 다음 5년간 50% 감면(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2항, 법인세법 시
행규칙 제19조2항) : 사회경제 열악지역 또는 사회경제 취약지역 이외 지역의 사
회분야 신규 투자소득에 적용함.
③ 2년간 100%, 그다음 4년간 50% 감면(법인세법 제14조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
16조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3항) : 신규 투자소득(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9조4항) 및 산업단지 신규 투자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법으로 정해진 투자 장려 분야, 투자 장려 지역 및 투자 규모를 만족하는
세무 팁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부여되는 세제혜택을 확인하여 절세할 수 있도록 함.

1.11 과세소득 산정
과세소득 = 총 수익(국내, 해외 원천 수입 포함) -손금 인정되는 비용 공제+기타 소득
합산

납세의무자는 연간 법인세 신고 시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과세소득의 차이를 소명하
는 조정사항들을 포함하여 신고 서식을 작성해야 함.

1.12 법인세 계산
과세표준과 법인세 산출은 다음과 같음.
■ 소득금액 = 사업수입금액 - 사업비용 + 기타 소득 +국외 원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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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소득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과세표준 = 과세소득 – 과학기술 개발기금 기여금
■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법인세율

1.13 결손금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해당 과세 연도에 발생한 마이너스 과세표준을 말하며 이전 과
세 연도에서 이월된 이월결손금은 제외함(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1항,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9조1항).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의 해당 과세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과세 연도
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 연도로부터 계속하여 5년 동안
이월 공제할 수 있음.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며, 소급 공제는 불허함.
세무 팁

1.14 신고 및 납부
① 분기별 중간예납 : 기업들은 추정에 따라 분기별 중간예납을 납부하면 됨. 한 과세
연도의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중간예납 세액이 최종 법인세 신고납부액의 75%
미만이 되는 경우, 해당 부족분에 대해서는 3분기 중간예납 세액 납부기한 일로부
터 계산하여 지연 지급이자가 부과되며 현재 연간 약 11%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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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초에 프로젝트 별 합리적인 총 공사 추정 원가를 추정하여 장기 공사인 경우
공사 진행률 기준에 의거 공사 수익, 공사원가를 누적 및 당년도 관리를 하여
세무 팁

중간예납 세액이 정확히 계산되도록 하여 3분기까지 중간예납 세액이 최종 연간
법인 세액의 75%에 미달되지 않도록 준수함.

② 최종 법인세 신고 : 연간으로 수행되며, 연간 법인세 신고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
터 세 번째 달의 말일까지 신고 및 제출되어야 하며 법인세 부채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되어야 함.
최종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회계결산, 회계감사, 세무조정 체계를
세무 팁

구축함. 지연신고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1.15 이익배당금의 송금
외국 투자자들은 회계연도 종료 후 또는 베트남 내 투자의 종료 시점에 이익잉여금을
모회사로 송금하는 것이 허용됨. 단, 피투자 회사가 이월결손금 상태인 경우에는 이익
배당은 불가함.

외국 투자자 또는 피투자 회사는 이익배당금의 송금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전까지
과세 당국에 송금 계획을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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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개인소득세

2.1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인소득세의 납세자는 베트남 내외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베트남
내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임(개인소득세법 제2조).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 과세 연도 1년 동안 183일 이상을 베트남에 체재한 경우
- 베트남 내에 항구적 주거(영구 또는 임시 거주 중에 기재된 등록된 주거지 또는 한
과세 연도 동안 183일 이상의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함.)를 가지고
있으며, 타 국가의 거주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 팁

거주자와 비거주자 정의를 이해하고 거주 형태별 세무 대책을 수립함.

거주자는 전세계(베트남 내외)의 모든 과세 가능 소득에 대하여 어디에서 지급하
고 수령했는 지를 불문하고 베트남의 개인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근로소득은
5%~35%의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기타 소득은 다양한 단일세율로 과세됨.

개인소득세법상 외국인 중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베트남에서의 체류 기간이 182일 이
내인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되며, 베트남에서의 원천이 있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20%
의 세율로 과세됨. 비근로소득은 다양한 단일세율로 과세됨. 단, 비거주자의 과세 여
부는 적용 가능한 조세조약의 해당 규정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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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은 20%가 적용됨.
세무 팁
베트남 입국 후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베트남에 거주하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
되고 근로소득에 대하여 5%~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따라서, 국내에서 베트남
현지에 한국 인력을 파견 시에는 182일 이내 파견할 것인지 183일 이상 파견할 것
세무 팁

인지 인력 동원 계획, 취업비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파견되는 한국 인력의 베트남
현지 개인소득세,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은 실질적으로 현지 채용 계약이 아닌
한, 현지법인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음. 해당 현지 세금과 보험료 등은 간접 인건비를
증가시키므로 관리해야 함.

2.2 과세 연도
베트남의 과세 연도(Tax year)는 1역년(1.1~12.31) 기준임. 그러나 첫 입국일로부터
연말까지 베트남 체류가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입국 첫해에 한하여 개인의 과세 연
도는 입국일로부터 첫 12개월 기간이며, 이후부터 과세 연도는 1역년(1.1~12.31) 기
준이 됨.

거주자의 과세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개인소득세법 제7조1항).
① 1년 단위 합산과세 :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② 소득 발생 시 개별과세 : 자본 투자소득, 자본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포상 소
득 특허권 소득 외
비거주자의 과세 기간은 소득이 발생하는 때 마다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적용
함(개인소득세법 제7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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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과세소득
과세소득은 고용 계약서, 소득 영수증 또는 베트남,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관
련 서류에 의하여 계산됨. 요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소득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함.
정규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는 매년 이루어지나 월평균 급여 기준으로 원천징
수함.

개인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employment income)은 금전적 급여 외에도 복리
후생 급여도 포함됨. 그러나 다음 사항은 비과세 근로소득임. 단, 상기 비과세를 적용
하는 데 충족하여야 할 여러 가지 조건 및 제약이 존재함.
■ 출장 경비 지급
■ 통신료 지급 및 사무용품비
■ 근무복(유니폼) 지급, 현금으로 지급 시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 시간외 근무수당 중 할증 수당 지급액
■ 1회성 거주 이전비 지원
-

베트남 근로자가 해외 근로를 위해 베트남에서 해외로 이주할 때

-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 내 근로를 위해 해외에서 베트남으로 이주할 때

-

해외에서 장기 체류 중인 베트남 근로자가 베트남 내 근로를 위해 베트남으로 귀
국할 때

■ 출퇴근 비용 지원
■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거주자와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의 매년 1회
본국 출입국 항공료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주재원 자녀의 베트남 내 소재한 고등학교 이하 자녀
학비 또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국적자의 외국 소재 고등학교 이하 자녀 학비
■ 직원 교육훈련비
■ 중식대 현물 지급비 (현금 식대 보상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복리후생비(예를 들면, 시설 회원권 사용료, 단체 의료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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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자원 채굴 등 특정 산업에서 교대 근무식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항공료
■ 누적된 납입금을 근로자에게 환급하지 않는 국내/해외 특정 임의보험 계약에 대한
회사 부담분(예: 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 결혼식, 장례식 부조금(일정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복리후생 급여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지급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회사는 현지 파견 직원의 개인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어야 함.
세무 팁

개인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됨.

소득공제(Tax deductions)는 다음과 같음.
■ 필수 보장 보험인 사회, 건강 및 실업보험 종업원 부담액
■ 자발적으로 가입한 연금상품 계약에 대한 납입액(일정 한도 이내의 금액에 한함)
■ 특정 허가된 자선단체에 대한 종업원 기여금
■ 각종 공제 : 인적공제 월 11백만 VND						
부양가족공제 월 4.4백만 VND, 부양가족 공제는 자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납
세의무자는 적격한 공제 대상 부양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과세당
국에 제출하여야 함.

비과세 개인소득(non-taxable income)은 다음과 같음.
■ 금융기관과 생명보험사로부터 수취한 이자소득
■ 보험 증권으로부터 수취한 보험 보상 소득
■ 사회보험 법률(또는 해외의 동등한 규정) 하에서 수령한 퇴직연금
■ 친족 간에 양도한 부동산에서 기인한 소득
■ 친족 간에 수령한 상속소득/증여소득
■ 자발적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월 퇴직연금

근로소득 이외의 과세되는 개인소득(non-employment income)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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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연간 1억 VND를 초과하는 임대 소득 포함)
■ 투자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 유가증권(주식) 양도소득
■ 부동산 양도 소득
■ 1천만 VND를 초과하는 상속 소득
■ 1천만 VND를 초과하는 상금/상품(카지노 소득 비과세)
■ 1천만 VND를 초과는 저작권/프랜차이즈/로열티(사용료)의 이전 및 선물 수령으
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2.4 개인소득세율
(1) 거주자 근로소득
구간

연간 과세 가능 소득(VND 백만)

월간 과세 가능 소득(VND 백만)

세율(%)

1

0 ~ 60 이하

0 ~ 5 이하

5

2

60 초과 ~ 120 이하

5 초과 ~ 10 이하

10

3

120 초과 ~ 216 이하

10 초과 ~ 18 이하

15

4

216 초과 ~ 384 이하

18 초과 ~ 32 이하

20

5

384 초과 ~ 624 이하

32 초과 ~ 52 이하

25

6

624 초과 ~ 960 이하

52 초과 ~ 80 이하

30

7

960 초과

80 초과

35

현지 파견 한국인 직원의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현지 개인소득세를 입찰 견적 시
세무 팁

계산하여 간접 인건비로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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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거주자 : 20%의 근로소득세율 적용

세무 팁

비거주자인 현지 파견 한국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0%임.

단기간 투입되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현지에서 부담할 개인소득세를 간접 인건비로
반영하여 입찰해야 함.

2.5 신고 및 납부
■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 관련 규정
- 해외 거주 한국 교민의 경우에도 거주국(베트남)-대한민국 간 조세조약, 대한민
국 ‘소득세법’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
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납세의무가 있음. 우리나라는 속지
주의, 속인주의 모두 적용함.

■ 개인소득세 신고 코드
- 과세되는 소득을 가지는 개인들은 각각의 신고 코드(tax code)가 있어야 함. 단,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들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개인 신고 코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직원이 등록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후속적으로 동
파일을 지역 세무서에 제출함. 근로소득 외의 개인소득 보유 개인들은 각자의 거
주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개인소득세 신고 코드를 등록해야 함.

■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
- 근로소득에 대하여 월별 신고의 경우는 근로소득 수령일 익월 20일까지, 분기 신
고의 경우는 보고 대상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신고납부를 수행해야 하며, 연간 기
준의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근로소득세의 년간 기준 납부액을 최종 정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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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고용자가 진행할 경우 과세 연도의 말일에서 세 번째
달의 말일까지, 개인이 진행할 경우 과세 연도 말일에서 네 번째 달의 말일까지 완
료해야 함.

- 베트남 파견이 종료된 외국인 근로자들 또한 근로소득 최종 정산을 수행해야 함.
외국인 근로자는 개인소득세가 성실히 납부 또는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하기 위
해 그간 납부된 내역을 검토하여야 함. 연말 정산 시 기존에 과다 납부한 개인소득
세는 개인소득세 신고 코드(tax code)가 존재하는 개인에 한해 환급될 수 있음.

- 베트남 내 회사는 외국 계약자의 근로자들이 베트남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기 위
해 방문하는 경우, 해당 개인들이 베트남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7일 이전에 지역
과세 당국에 해당 인원들에 대한 정보(이름, 소득 정보, 여권번호 등을 포함)를 제
공하는 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 비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각자 과세대상 비근로소득 유형에 따른 개인소
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 개인소득세 규정은 수령 기준에 따라 실제 소득을 수령
한 시점에 비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연간 단위
로 신고 및 세금납부가 가능한 임대 소득은 제외함.

세무 팁

현지 파견 한국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익월에 원천징수 이행 신고를 해야 함.

2.6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 개인소득이 있는 베트남의 거주자가 해외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는 해외 법상
적법하게 납부하였고 이에 대해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직접 외국납부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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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Foreign Tax Credits)를 신청할 수 있음. 파견 한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실제
수령한 개인소득에 대해서 납부한 세액은 대한민국 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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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가가치세

3.1 과세거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사업의 형태나 방식을 불문하고 베트남에서 과세대상 재화나 용
역을 생산하거나 거래하거나 또는 재화나 용역을 수입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말
함.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베트남 내에서 생산, 판매, 소비를 위해 사용된 재화 및 용
역에 부과됨. 비거주자로부터 구입한 재화나 용역을 포함함. 국내 사업자는 공급한 재
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부가가치세는 수입된 재화의 관세 부과 과세가액에도 부과됨. 수입자는 수입관세
를 지불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관세청에 납부하여야 함. 해외로부터 제공받은 용
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 (FCWT,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를 통해 부과됨.
해외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FCWT)
세무 팁

를 통해 부과됨.

3.2 납부액 산출 방법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공급받는 자에게 부과된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구매한 재화나 용
역에 부과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산출됨. 매입 부가가치세의 공제를 위해 부
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적합한 세금계산서(VAT Invoice)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3부 세무 분야

| 373

수취하여야 함. 수입 시 납부된 부가가치세의 적합한 증빙은 세금 납부 영수증(Tax
payment voucher)이며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를 통해 납부된 부가가치세 증빙
은 FCWT 지급 영수증(FCWT payment voucher)임.

■ 부가가치세 산출방법에는 공제 방식과 직접 계산방식이 있음.

(1) VAT 산출 방법 1(공제법, Deduction method)
■ 공제법은 규정에 맞게 모든 거래에 대한 장부 기장을 유지하고 청구서와 증빙서류
들을 보관하는 사업자 중 공제 방식을 적용하기로 등록한 사업자에 한해 적용되며
이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음.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이 연간 10억 VND 이상인 사업장

-

공제 방식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자진하여 등록한 경우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 부가가치세 – 매입 부가가치세

■ 매출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적합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함. 수입재화의 경우 관
세 부과 과세가액에 수입관세와 특별소비세(해당 시), 환경보호세(해당 시)를 가산
한 가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계산됨. 부동산 거래를 제외하고 분할 대금 기준
으로 판매되는 재화의 경우에는 실제 수령한 할부액 대신 이자를 제외한 총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계산됨.

■ 매입 부가가치세는 국내 매입의 경우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입 부가가치세를 함.
수입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세금 납부영수증에 기초하여 매입 부가가
치세 공제금액이 결정됨. 세금계산서는 회사가 과세 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
를 받기 전에 언제든지 신고/환급될 수 있음. 2천만 VND 이상의 지급에 대한 매
입 부가가치세 공제는 은행을 통한 지급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공제될 수 있
음. 해외 판매자에 대한 대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 매입 부가가치세 즉 외국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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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원천징수세 체계 하에서 원천 징수된 부가가치세도 해당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공급을 수행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됨.

■ 만약, 사업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구입 시 지급한 매입 부가가치
세는 환급/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이는 영세율 적용 대상 공급이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공급에 대하여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점과 대비됨. 부
가가치세 면세 및 과세를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
활동에 사용된 매입 분에 해당하는 매입 부가가치세만 공제받을 수 있음.

(2) VAT 산출 방법2(직접법, Direct method)
■ 직접법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 적용됨.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연간 매출이 10억 VND 미만인 사업장

-

개인 및 가내 사업자

-

적합한 장부기장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사업자 및 해외 기관이나 외국인으로서
투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투자 형태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판매된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재화 및 용역의 매출가
액- 재화 및 용역의 매입가액)×부가가치세율

한번 선택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은 연속된 2년간은 유지되어야 함.

3.3 신고납부 대상이 아닌 재화 및 용역
아래 제시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매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관
련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될 수 있음.
■ 특정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을 제외한 보상금, 상여금, 보조금
■ 탄소배출권 판매 및 기타 금융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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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의하여 베트남 외부에서 제공된 특정
용역(예를 들면, 운송수단, 기계장치 및 설비의 수리, 투자 및 무역 거래의 판촉, 광
고, 마케팅, 해외 용역 및 재화 판매를 위한 중개 활동, 교육훈련용역, 특정 국제 통
신 용역 등)
■ 투자 프로젝트의 양도
■ 현물 자본 출자
■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다른 이해관계자를 위한 대금 회
수만 수행할 경우(예를 들면, A사가 B사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은 C
사에 납부하며 이후 C사가 B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C사가 B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님)
■ 해외 구매자의 반품에 따라 수출 후 베트남으로 재수입된 재화

3.4 면세재화 및 용역
아래 열거된 사항들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된 항목들이 존재함.

■ 베트남에서 생산될 수 없고 수입되거나 리스한 굴착장비, 비행기 및 선박류
■ 토지 사용권(LUR, Land Use Right)의 양도,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상세한 지침
이 있음.
■ 채권자 허가 하에 채무자가 채무의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
상인 담보부 자산의 매각
■ 지분 양도
■ 외환 거래
■ 의료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 용역
■ 교육 및 훈련
■ 신문, 잡지 및 특정 서적의 인쇄 및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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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버스에 의한 승객 운송 용역
■ 기술 및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이전(소프트웨어 해외 수출은 영세율
적용)
■ 베트남에서 생산될 수 없고 과학적 연구 및 기술 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설비 및 원재료의 수입
■ 베트남에서 생산될 수 없고 석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 개발, 채굴에 이용되는 설비,
기계장치, 스페어 부품 및 특수한 운송 장비와 필수 재료의 수입
■ 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해외 원조금 등 무상 공여된 국제 원
조로 수입된 재화(제한조건이 있음)

3.5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율에는 세 가지가 있음.
세 율

영세율

거래 내용
수출하는 재화 : 무관세 지역 및 수출가공기업에 판매된 재화, 수출을 위해 가공된
재화, 또는 국내에서만 이동한 수출(특정 조건 있음)을 위해 가공된 재화, 면세점으
로 판매된 재화, 특정 수출 용역, 수출가공기업을 위해 제공된 건설/설치 용역 등

5%

일반적 생필품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상수도, 의약품, 의료장비, 기술/과학 용역,
복지 주택

10%

표준 세율 ; 영세율과 5% 세율 제외한 활동

회사의 특정 활동이 조세 조항에 열거된 대로 분류되기 어려울 경우, 회사가 공급하는
재화 범주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계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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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신고 및 납부
베트남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기관은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의 지점들도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진행
하고 각 지점의 영업활동에 대해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행해야 함.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사업 활동을 하고 그러한 활동을 본사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회
계 처리하는 기업의 경우, 본사에서 통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각 지
역에 해당 세금을 배분하여 납부해야 함. 그러나 건설, 교통, 보험, 전기 등과 같은 특
정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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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준수하여 가산세나 벌금을 부과 받지 않도록 함.

3.7 환급
부가가치세의 환급(VAT Refunds)은 다음을 포함하여 특정한 경우들에만 가능함.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액이 3억 VND를 초과하는 수출 사업자 : 부가가치세 환급은
월별 혹은 분기별로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따라 이루어짐. 수출 매출과
관련된 매입 부가가치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 충족 시 수출 매출의 1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환급 가능함.
■ 부가가치세를 공제법으로 신고하는 기업의 신규 프로젝트들 중 영업 전 투자 단계
이면서 누적 부가가치세 공제액이 3억 VND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규정된 투자조
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건부 투자 프로젝트들 또는 규정된 법정 자본금이 아직
납입되지 않은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들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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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프로젝트, 외교
관련 면세 대상인 경우, 해외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베트남 내 재화를 구매한 외국
인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납세자의 환급 대상이 아닌 매입 부가가치세가 매출 부
가가치세를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미래의 매출 부가가치세를 상계하기 위해 해
당 초과 분을 이월해야 할 것임.

3.8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VAT invoices)
■ 현재, 베트남의 기업들은 세무서에서 사전 인쇄된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가 직접
인쇄한 세금계산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할 수 있음. 세금계산서 양식은 규
정된 필수 항목들을 포함해야 하고 지역 과세당국에 등록 및 통지되어야 함. 수출
재화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이 사용됨.

(2) 전자세금계산서
■ 2018년 9월, 베트남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s)에 대한 공식적인 시행
령(Decree 119)을 공개하였고, 본 시행령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
음. 시행령 119 이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Circular 68/2019/TT-BTC(이하
“Circular 68”)가 2019년 10월에 공개되었으며,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되
었음. 시행령 119 와 Circular 68에 따라 2020년 11월 1일부터 모든 기업에 전
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2020년 10월 19일, 정부는 세금계산서 및 서류를 안내하는 Decree
123/2020 (이하“Decree 123")을 발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 이행 기한을
2020년 11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까지 연기했음.
다만, 기술 인프라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납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 문서를
조기에 적용하는 것이 권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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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 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 “고세무위험 기업들”은 인증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요구됨. 고세무위험 기업들은 정관 자본이 150억 VND 이하이고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닌 기업들로 정의됨.
-

특수 관계자에 재화 판매 또는 용역 제공

-

일부 세금 신고 요구사항들을 미준수

-

새로운 장소에 대한 통지 또는 세금 신고 없이 12개월 이내에 사업장 위치를 2번
이상 변경

-

전년도 세금계산서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기업들

■ 고세무위험기업 지위는 12개월 후에 인증코드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위한
승인을 위해 재평가될 것임.

(4) 인증 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 기업들의 과세당국의 인증 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허용되는 산업들은
전기, 석유, 통신, 교통, 금융기관, 보험, 전자상거래, 슈퍼마켓 등 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타 기업들과 같이 규제 대상 경제 부문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인증 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과세당국에 직접 전송하거나 공인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하여 전
송해야 함. 기업들이 과세당국의 포털에 데이터를 직접 전송하는 경우, 과세당국의
포털과 연결하기 위한 특정 기술적 조건들을 만족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기 전에 인증코드 유/무에 관계없이 기업은 국세청 웹 포
털 사이트를 통하여 등록하고 과세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5)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시기
■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 이행기한이 2022년 7월 1일로 연기 되었으며, 2022년 6
월 30일까지의 전환 기간 동안, 현 세금계산서 규정 (Decree 51/2010, Decree
51/2010을 개정한 Decree 04/2014 및 Decree 119/2018)이 여전히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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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기업들은 과세당국으로부터 통지를 받기 전까지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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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 및
기타의 원천징수세

4.1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 적용 대상
■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과세 대상
-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FCWT,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의
근거 법은 조세관리법 2조1항임.
- 계약이란 외국인 계약자와 베트남 당사자 간의 계약, 합의, 협의를 말함.
- 하도급계약이란 외국인계약자와 하도급자(외국인 또는 베트남인) 간의 계약을 말함.
-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는 국내에서 용역이나 자산이 제공되는 경우 과세되므
로 국내 사업장 과세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음.

① 외국법인(국내 사업장 여부 무관) 또는 외국인(거주자 여부 무관)으로서 베트남 법
인이나 개인 또는 외국인 계약자와 계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베
트남에서 소득을 획득하는 경우
②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현지 수출이나 수입의 방식으로 베트남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베트남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소득을 획득하거나(다른 외국
법인이나 외국인을 위하여 재화를 가공하거나 재수출하는 경우 제외), 베트남 내에
서 판매자가 재화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운송 조건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③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베트남 내에서 베트남 기업이 보유하는 재화의 실제
소유자로서, 재화 판매나 용역 제공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거나 또는 베
트남 기업이 보유하는 재화의 판매, 광고, 마케팅, 품질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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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재화나 제공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베트남에서 재화 판매와 관련하여 판
매 용역이나 기타 용역을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베트남 기업에게 위임하거나 베트
남 기업을 고용한 경우 포함)
④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베트남 법인이나 개인을 통하여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⑤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베트남 상대방에게 판매할 재화를 구매하기 위하여
베트남 시장에서 수출, 수입 또는 판매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사례]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 과세
(1) 외국 법인 한국K는 베트남 법인 베트남V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V
에게 재화를 베트남 법인 베트남T에게 현지 수출 및 수입의 방식으로 운반하여 줄 것을 요청
함. 한국K와 베트남T 간의 계약에 따라 한국K가 베트남T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베트남에서
소득을 획득함. 이 경우 한국K는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 과세 대상이며 베트남V는 한국
K를 대신하여 원천징수 할 의무가 있음.
(2) 외국 법인 한국Y는 베트남 법인 베트남X와 재화 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화를 추가 가공
하기 위하여 베트남X에게 현지 수출 및 수입의 방식으로 베트남 법인 베트남D에게 운송하
도록 요청함. 한국Y는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 과세 대상이다. 베트남D는 한국Y를 대신
하여 원천징수 할 의무가 있음.
(3) 외국 법인 한국Z는 베트남 법인 베트남H와 재화 가공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Z는
베트남H에게 원재료를 제공하고 추가 가공을 위하여 베트남 법인 베트남G에게 수출 및 수
입의 방식으로 재화를 운송할 것을 베트남H에게 요청함. 베트남G는 추가 가공을 위하여 한
국Z에게 재화를 수출하며 한국Z는 가공 계약에 따라 베트남G에게 가공임을 지급함.
한국Z는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님.
(4) 외국 법인 A는 베트남 법인 B에게 재화를 운송하여 관련 용역(운송, 판매, 마케팅 및 광고)
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만, A는 B에게 운송된 재화의 실제 소유자이며, A는 B에게
운송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비용,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또는 A가 재화 판매나 용역 제
공의 가격을 결정함. 이 경우 A는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 과세 대상임.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의 유형은 외국인 계약자나 하도급 계약자는 그 자격에 따
라 법인세,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명목으로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를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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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인에 해당하는 외국인 계약자나 하도급 계약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적용됨.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FCWT,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는 별
도의 세목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조합 또는 외국인 개인의 소
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로 구성됨.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FCWT)의 지급 대상은 이자비용, 로열티 비용, 서비스 비
용, 리스료 또는 임차료, 보험료, 운송 서비스 비용, 증권의 매매로부터의 수익, 그리
고 베트남 내에서 공급된 재화 또는 베트남 내에서 유관 용역이 제공된 재화로부터 수
익 등을 포함함.

해외 법인이 베트남 내에서 재화의 유통과 서비스의 제공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
는 유통 방식의 경우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FCWT) 과세 대상이 됨. 예를 들면, 해
외 업체가 재화의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 유통, 광고 및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가격 결정을 하는 경우 또는 베트남
기업을 고용 또는 위임하여 베트남에서 재화 유통 및 서비스 제공의 일부를 수행하도
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음.

순수한 재화의 공급은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FCWT)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즉 재화가 베트남의 국경을 통과한 이후 재화와 관련된 책임, 비용 및 위험을 부
담하지 않아야 하며, 베트남 내 유관 용역 수행이 없어야 함. 또한, 베트남 외부에서
수행되고 소비된 용역, 베트남 외부에서 전적으로 수행된 다양한 기타 용역(수리, 교
육, 광고, 판촉 등)의 경우도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FCWT)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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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 납부 방식
외국인 계약자는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FCWT) 납부방식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
법(공제법, 직접법, 혼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1) 납부 방식1(공제법, Deduction method)
■ 공제법 적용 시 외국인 계약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해야 하고 베
트남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행해야 함. 매입 부가가치
세 공제 가능함. 외국인 계약자들은 다음의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
법을 적용할 수 있음.

-

베트남 내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베트남의 거주자인 경우

-

베트남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182일 초과 소요되는 경우

-

베트남 회계 시스템(VAS, Vietnam Accounting System)을 채택하고 준수하
며, 납세자 등 록 절차가 완료되고 Tax Code 가 발급되는 경우

■ 베트남 발주처는 계약 체결 후 20영업일 이내에 외국인 계약자가 공제법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FCWT)를 납부할 것임을 관할 세무서에 통지하여야
함.

■ 만약,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 내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하나의 프로젝
트에서 공제법을 적용하여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FCWT)를 납부하는 경우에
는 그 외의 다른 프로젝트들에도 공제법을 적용하여야 함.

■ 외국인 계약자는 공제법 하에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에 20%의 법인세율을 적용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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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부 방식2(직접법, Direct method)
■ 직접법(또는 원천징수법)을 채택한 외국인 계약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행하지 않음. 대신에 부가가치세
와 법인세는 베트남 발주처에 의해 원천징수 되는데 원천징수세액은 외국인 계약
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규정된 인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됨. 수행되는 경제적 활
동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인정 세율이 규정되어 있음. 베트남 발주처가 원천징수하
는 외국인 계약자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베트남 발주처의 매입 부
가가치세 공제 대상으로 허용됨.

■ 석유 및 가스의 탐사,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계약자
가 직접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FCWT) 신고 방식에
있어 별도의 요구사항이 존재함.

(3) 납부 방식3(혼합법, Hybrid method)
■ 혼합법은 외국인 계약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등록과 공제법에 따른 부
가가치세 신고납부, 즉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하는 것을 허
용함. 그러나 법인세 부분은 총 매출액에 직접법 하의 인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
하게 됨.

■ 혼합법을 채택하기 위한 외국인 계약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베트남 내 고정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베트남의 거주자인 경우

-

182일을 초과하는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에 기초하여 베트남에서 영업을 수행함.

-

재무부의 지침 및 회계 규정에 부합하는 회계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경우

(4) 직접법 하에서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 세율(FCWT rates under Direct method)
■ 직접법 하에서 특정 경우들에 적용되는 주요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
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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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 세율
서비스 구분

간주 부가가치세율

간주 법인소득세율

베트남 내 재화 공급 또는 재화 공급 시 유관 서비스 제공
- 베트남 내에서만 재화가 이동하는 수출-수입 무역거래
- 베트남 내 재화의 유통
- 판매자가 베트남 내에서 재화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인코텀즈(Incoterms) 형태의 재화 인도 포함

면제(1)

1%

용역(서비스)

5%

5%

원료/자재, 기계장치, 설비/장비의 공급이 없는 		
건설, 조립, 설치 용역

5%

2%

원료/자재, 기계장치, 설비/장비의 공급과 함께 제공되는
건설, 조립, 설치 용역

3%

2%

이자

면제

5%

배당

0%

0%

로열티(사용료)

면제

10%

기계나 장비 리스 사업

5%

5%

불명시

2%

비행기, 선박의 리스, 부품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거나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납부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없음.

●

컴퓨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술 및 지적재산권(저작권, 산업재산권 포함)의 이
전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기타 로열티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될 수 있음(상표
권 등 일부 사용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자하는 사례가 일부 지방
국세청에서 제기된 바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2천만 동 이상 거래 시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고 수익 비용 대응이 되도록
세무 팁

하여 손금불산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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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배당 원천징수세
■ 외국법인 주주에 대하여 이익의 배당에 따른 송금 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없음.
즉 배당 원천징수세는 0%임.
■ 한-베트남 조세조약(1994.9.9. 발효, 1995.1.1. 적용) 제10조 제2항에 의거 배당
과세의 제한 세율은 10%임.

4.4 이자 원천징수세
■ 해외에 설립된 외국 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지급에 대하여 5%
의 법인세 원천징수가 적용됨. 특정 외국 정부나 정부 출자 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역외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시 관련 조세조약 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음.
■ 면세채권 이외의 채권과 해외 법인에 발행된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이자 지급도
5%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됨.
■ 한-베트남 조세조약(1994.9.9. 발효, 1995.1.1. 적용) 제11조 제2항에 의거 이자
과세의 제한 세율은 10%임.

4.5 사용료 원천징수세
■ 사용권,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포함)의 이전,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의
이전 등에 따라 해외 법인에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
(FCWT)가 적용됨.
■ 한-베트남 조세조약(1994.9.9. 발효, 1995.1.1. 적용) 제12조 제2항 가호(1)에 의
거 특허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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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상업적.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경험
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에 대하여는 사용료 총액의
5%임. 그리고 제12조 제2항 가호(2)에 의거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타의 모
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임.

4.6 기술용역료 원천징수세
■ 한-베트남 조세조약(1994.9.9. 발효, 1995.1.1. 적용) 제12조 제2항 나호에 의거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술용역대가의 경우 대가 총액의 7.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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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이전가격세제

5.1 개요
(1) 이전가격 일반규정
베트남 과세당국에서는 이전가격 규정을 강화하여 Decree No 20/2017/ND-CP
(2017.2.24, 이하 “20호 시행령”)와 Circular No 41/2017/TT-BTC(2017.4.28,
이하 “41호 시행규칙”)를 공표하였고, 이 규정들은 2017.5.1일부터 발효가 되어
2017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함.

(2) 특수 관계 범위
20호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수관계사는 아래 내용들을 포함함.

(i)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 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들 (이하 총칭하여 특수관
계자라 함)로 봄.
(a)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경영, 감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상대방에 자
본 출자 혹은 투자하는 경우
(b) 당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제3자의 경영, 감사를 함께 하거나 자본 출자 혹은
투자하는 경우

(ii)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각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됨.
(a) 일방 기업이 다른 기업의 법정자본금의 최소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
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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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두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제3자 기업의 법정자본금의 최소 25% 이상을 소유하
고 있는 경우
(c)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법정자본금을 소유한 최대주주로 다른 기업의 총 주식
의 최소 1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d) 일방 기업이 상대방 기업에게 어떤 형태로든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제공
하여, 대출금액이 피대출 기업 지분의 최소 25% 이상을 차지하고 피대출 기업
의 중장기 대출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보증에 의한 제3
자로부터의 차입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각 금융거래 포함)
(e) 일방 기업의 이사회 임원 중 50% 이상 또는 감사위원회(Control board,
inspection committee) 위원 중 50% 이상은 상대방 기업이 지명하며, 상대
방 기업의 재무 정책 또는 사업활동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일방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대방 기업이 지명함.
(f) 각 기업의 재무 정책 또는 사업활동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회 임원 중
50% 이상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동일한 제3자가 지명함.
(g) 양 기업은 부부, 친아버지, 양부, 생모, 양모, 친자식, 양자, 친형제, 친남매, 처
남, 올케, 조부모, 친손자, 친손녀, 외조부모, 외손자, 외손녀, 고모, 삼촌, 숙모,
이모, 친조카, 외조카 간의 가족관계를 가진 가족 내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인력, 재무 및 사업관련 업무를 관리 또는 통제함.
(h) 양 기업은 본사와 고정사업장의 관계를 가지거나 동일한 외국 기업 또는 개인
의 고정사업장임.
(i) 하나 혹은 다수 기업에 한 명의 개인이 자본을 출자하여 감독을 받거나 기업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k) 일방 기업이 다른 기업의 사업(생산 영업)활동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경영 및
통제하는 기타 각 경우

(3) 정상가격 산출 방법
정상가격 산출 방식에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OECD Transfer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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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에 의
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 원가가산방법(Cost
Plus Method), 재판매가격방법(Resale Price Method), 거래이익분할방법
(Transactional Profit Split method), 거래순이익율방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이 허용되고 있음.

① 비교 가능 제3자 가격법
- 비교 가능 제3자 가격법은 유사한 조건 하의 특수관계 거래(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재화 또는 용역 가격과 비교 가능 독립거래(독립 제3자간 거래)의 재화 또는 용역
가격을 비교함. 비교 가능 제3자 가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됨.
●

시장에 보편적으로 판매되거나 경 내외 시장에 공시된 가격이 있는 특정 제품,
유형자산, 특정 용역의 특수관계 거래

●

무형자산 사용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불하는 거래

●

대출 및 차입 활동에 대하여 대출이자를 지불하는 거래

●

제품 특성 및 계약조건이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독립 거래와 특수관계 거래를 동
시에 수행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은 독립거래가격과 특수관계 거래 가격 비교 시 제품 가격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 특성 및 계약조건 상의 차이가 없다는 원칙하에 시
행됨. 제품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이 있는 경우 해당 차이점을 제거
해야 함.

- 제품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 사항과 계약조건은 다음의 각 요소를 포함
함. 제품의 특징, 품질, 브랜드, 상표, 거래 규모와 물량, 제품 공급과 운송 계약의
조건 (운송 기한과 물량, 대금결제일 및 기타 조건), 거래가 발생하는 시장과 경제
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재화, 용역, 자산의 유통 및 소비권과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인 납세자의 경제 조건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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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판매 가격법
- 재판매 가격법은 특수 관계사 거래가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
기 위해, 제3자에 대한 재판매 가격에서 제3자 간 거래에서 실현하는 매출 총이익
률을 차감하여 결정함. 당해 매출 총이익율은 재판매자의 수행기능, 사용자산 및
부담 위험에 따른 판매비용 및 기타 영업비용을 커버하고 적정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익률을 말함.

- 재판매 가격법은 납세자가 특수관계사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제3자 고객에게 판매
또는 유통하고 재판매된 제품 관련 무형자산 창출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매된
제품 관련 특수관계사 소유의 무형자산 개발, 향상, 유지, 보호 과정에 참가하지 않
거나 제품의 본질과 특성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공, 제조 또는 조립 활동을 수
행하지 않았거나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는 상표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에 적용함. 재판매 가격법은 그룹 내 상표, 브랜드 등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소유하
고 있거나 고객 리스트, 유통채널, 로고, 사진 및 시장조사와 마케팅 또는 상표 프
로모션에 사용되는 기타 브랜드 요소를 포함한 마케팅형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있
거나, 유통채널/브랜드 실체 설립 및 디자인 비용 또는 A/S비용이 발생한 납세자
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③ 원가가산법
- 원가가산법에 따른 정상 가격은 특수관계사와 거래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자
의 발생 원가에 근거하여 결정됨. 비교 가능 독립거래에서 제3자가 재화 또는 용역
의 원가에 가산하는 이익 수준에 근거하여 당해 원가에 적정 마진을 가산함.

- 원가가산법은 무형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낮은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며 특수관계사
거래에서 계약과 주문에 따라 생산 기능을 수행하거나 위탁생산, 조립, 가공, 설비
설치, 제품 구매와 판매, 용역 제공 혹은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납세자의 경우
에 적용됨. 원가가산방법은 일반 제조업자 또는 연구개발, 상표 및 브랜드 창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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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략, 제품 보증과 고객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납세자에게는 적용되
지 않음.

④ 거래 순이익률 방법
- 거래순이익률법은 특수관계 거래를 수행하는 법인의 재무성과와 독립 비교 대상들
의 재무성과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 특수관계 거래의 순이익률이 정상 거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임.

- 41호 시행규칙에 의거, 회계법, 세무관리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확정된 순이
익률은 영업활동 본질에 부합하게 매출액(순 매출액) 혹은 비용(총비용) 혹은 자산
(총고정 자산) 대비 재무 비용 차감 전 세전 순이익률임. 순이익은 재무활동으로 인
한 수입 및 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 거래순이익률법은 비교 가능 제3자 가격법을 적용하기 위한 정보가 없는 경우, 독
립 비교 가능 대상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가 없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유사한 제품을 취급하는 비교 가능 대상을 찾을 수 없어서 재판매가격법
또는 원가가산법 적용 근거가 부족한 경우, 무형자산을 소유하지 않거나 무형자산
에 대한 개발, 향상, 유지, 보호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판매 또는 생산 기능을 수행
하는 경우, 또는 규정에 따른 이익분할법 적용이 불가한 경우에 적용함.

⑤ 이익 분할 방법
- 이익분할법은 다수 특수관계자들의 이익을 결합한 후 비교 가능한 비특수관계자
거래의 제3자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업 각각의 적정이익을 결정하
는 방법임.

- 이익분할법은 적정 및 법적인 증거자료에 따른 재무 데이터 확정을 통하여 특수관
계사 거래의 실제 이익 및 잠재 이익의 계산에 적용됨. 이익분할법을 적용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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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특수관계사 거래의 가치 및 이익은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확정되어
야 함. 납세자의 조정된 이익은 특수관계사 거래의 총이익에 따라 배분해야 하며,
총이익은 특수관계 거래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가 창출할 수 있는 실제 이익 및 잠
재 이익을 포함함.

- 이익분할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을 포함함.
●

일반적이거나 특별한, 또는 유일하거나 폐쇄적인 특수 관계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

신제품 개발, 특허기술 사용, 전체 법인 내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경우

●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과정에 참여하고 특수관계 거래 가격을 확정하
지 못한 상황에서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

거래가 고도로 집중되어 있거나 동시에 수행하거나, 전세계 여러 금융시장과 관련
된 복잡한 금융거래의 경우

●

디지털 이전가격에 참여하지만 각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혹은 전체 법인의 협업
으로 창출한 부가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나, 납세자가 전반적인 생산
및 사업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규정에 따라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4) 비교 가능성 분석
20호 시행령 제6조, 41호 시행규칙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비교 가능성 분석에 대하
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항목

내용

비교 대상 회사 선정

비교 가능 회사 선정을 위한 기준 적용의 우선순위
- 내부 비교 가능 회사
- 국내(베트남) 소재 비교 가능 회사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회적 경제적 지역의 비교 가능 회사

비교 대상 회사의 수

- 특수관계, 비특수 관계 거래의 차이가 없는 경우 1개
- 특수관계, 비특수 관계 거래의 차이를 완벽하게 조정한 경우 3개
- 특수관계, 비특수 관계 거래의 차이를 대부분만 조정한 경우 5개 이상

비교 연도의 선택

이익률 분석 시에는 연속된 3개 사업연도 이상에 걸쳐서 이익률 분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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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규정
20호 시행령 제8조, 비물동 거래에 대한 손금 인정 기준을 제시하였음.
항목

내용

용역거래의
비용 인정
요건

-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상업적, 재무적, 경제적 가치가 있고 		
납세자의 사업활동에 직접 사용될 것 (Benefit test)
- 제공되는 용역이 제3자로부터도 제공받았을 거래일 것
- 정상가격 기준에 부합하는 용역 대가가 지급될 것
- 관계사 간의 비용 배분은 그룹 전체의 유사한 용역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적용될 것
- 납세자가 계약서, 관련 문서, 송장과 계산 방법 및 그룹의 가격정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

이자비용
공제 조건

-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EBITDA(이자비용, 감가상각비, 감모상각비
세금 차감 전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만 이자비용 공제 가능.

비용 공제
불가능한 경우

- 주주 관련 비용
- 납세자가 얻는 경제적 효익이 분명하지 않는 비용
- 특수관계 기업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받는 효익에 대해 지출한 비용
- 제3자를 통해 제공하는 용역에 더하여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비용
- 특히, 모기업과 기술지도 계약, 특허권/상표권 등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
비용 인정요건 강화
→ 먼저 과세당국에서 비용 부인을 하고 소명을 회사에 전가하는 방식

5.2 문서화 규정
(1)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규정을 준용해 아래 3가지 보고
서에 대한 작성 의무를 부여함.
1) Master file(통합 기업 보고서)：그룹 본사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로 그룹의 이전가
격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
2) Local file(개별 기업 보고서)：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각 자회사가 이전가
격 거래 시 관련 정책을 잘 준수했는지에 대한 실행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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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untry by Country Report(국가별 보고서)：전세계 관련 자회사의 현황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 이 보고서는 매출액, 이익, 세금 납부액, 종업원 수,
자본금, 자산, 주요 영업 형태와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제출 대상은 외
국계 기업의 경우 본국의 모회사가 제출 대상일 경우에 베트남에서도 제출 대상임.

(2)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시기 및 제출
납세자는 당해 연도 법인세 신고서 제출 전(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통상 3월 말)
까지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를 작성해서 비치해야 함. 이 보고서와 별도로 법인세 신
고서 제출 시 작성해야 할 이전가격 서식 4개가 추가됐는데, 서식들을 작성하려면 위
의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 작성을 선행해야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 이
전가격 보고서 패키지는 과세당국의 요청 시에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이전가격 신고서 서식은 아래와 같음.
- 신고서 01(특수관계자 거래 기본 정보)
- 신고서 02(개별 기업 보고서 관련 정보)
- 신고서 03(통합 기업 보고서 관련 정보)
- 신고서 04(국가별 보고서)

(3)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의무의 면제
20호 시행령 제11조에서 이전가격 문서화 면제 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음.

1. 납세자가 오직 베트남 국내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발생하고, 각 법인이 과세기간 내
동일한 법인세 세율을 적용하며 또한 각 법인이 법인세 우대 혜택을 받지 않는 경
우에만 이전가격 신고서 서식 01의 III장과 IV장 작성이 면제됨. 하지만 신고서 서
식 01의 Ⅰ장과 Ⅱ장에 그 면제 근거를 반드시 신고해야 함.
2. 납세자는 신고서 서식 01에 따라 이전가격 확정 신고할 책임은 있으나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이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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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연도 매출액이 500억 VND 이하이면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규모가 300
억 VND 이하로 영세한 납세자인 경우
2) 베트남 자회사가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로 당해 연도 매출액이 2,000억
VND 이하이면서, 도매업의 경우 영업이익(EBIT, 이자비용 및 법인세 공제 전
이익)가 최소 5% 이상인 경우, 단순 제조업의 경우, 10% 이상인 경우, 단순 임
가공업의 경우 15% 이상인 경우
3) 양 과세당국에 이전가격에 대해서 미리 승인받는 제도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
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greement)가 체결되고 APA 연례 보고
서가 제출된 경우

20호 시행령 제10조 4항 c)에서는 국가별 보고서 적용 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음.
- 최종 모회사가 베트남 회사이고 연결 매출액이 18조 VND 이상인 경우
- 최종 모회사가 외국계 회사일 경우 모회사가 소재국 규정에 따라 제출 대상일 경
우, 베트남 자회사도 제출 대상이 됨

5.3 세무조사 규정
베트남에는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20호 시행령, 41호 시
행규칙 및 세무관리법 및 부속 시행령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음.

(1) 미신고, 미제출 관련 규정
이전가격 문서화, 신고서 미제출 및 부실 제출 시, 과세당국이 인정과세를 할 수 있으
며, 비공개 데이터베이스(Secret Comparable)에 근거하여 세액을 산정함(20호 시
행령 제12조 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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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rm No.01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혹은 제출된 신고서의 정보가 부정확하거
나 미흡하게 작성된 경우
2) Form No.02 및 03에 기재된 Master file 및 Local file 정보가 미흡한 경우
3) 준비 서류인 Master file 및 Local file 관련 이전가격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
지 못한 경우
4) 비교 대상 기업, 비교 대상 가격 등의 산정에 있어서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사용
한 경우, 불법적인 정보를 사용한 경우, 원천 데이터의 소스 제공에 불명확한 경
우 등 이전가격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이전가격 조정
정상가격 범위는 사분위 범위를 사용하고, 납세자의 이익 수준이 정상가격 범위를 벗
어날 경우, 중위값 기준으로 조정 가능하며, 이전가격 조정은 상향 조정만 가능함.

(3)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불이익
항목

세율

지연 납부 가산세

지연 납부일자 수 X 0.03% X 납부세액 (2016.7.1부터 적용,
그전에는 0.05%)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과소 신고(미신고) 세액의 20% (관세의 경우는 10%~20%)

5.4 APA 및 MAP 규정
베트남 현행 APA(Advance Pricing Agreement,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및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상호합의절차) 규정은 2013년 12월 20
일에 발효한 <과세당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적용 지침서> (Circular
No.201/2013/TT-BTC, 이하 “201호 시행규칙”), 2013년 12월 24일에 발효한
<베트남 조세조약 적용 지침서> (Circular NO205/2013/TT-BTC, 이하 “205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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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규칙”)를 적용함.

(1) APA 절차 및 유형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신청서는
a)신청서 공식 제출 전 상담, b) 신청서 공식 제출, c) APA 신청서 심사, d) APA협상,
dd) APA 승인 및 이행 등 순서로 처리됨.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는 일방·쌍방·다자간 3가지 유형이 포함되며 납세자
는 APA 신청서 제출시 일방, 쌍방, 다자간 중 어떤 것을 신청할 지 결정하여야 함.

APA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과세당국과 납세자는 쌍방 APA 또는 다자간 APA를 일
방 APA로 변경하거나 일방 APA를 쌍방 APA 또는 다자간 APA로 변경할 수 있으며.
APA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베트남 과세당국과 외국 과세당국이 소정의 관례적인 협상기간 이후 APA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② 베트남 과세당국과 외국 과세당국의 담당 공무원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 합의 절차를 따르면서 납세자의 승인을 받아 일방 APA를 쌍방 또는 다
자간 APA로 변경하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

(2) 적용 대상
201호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제
조업, 판매업 및 서비스업자 (이하 “납세자”)중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14/2008/
QH12 (지불해야 하는 법인 세액은 과세되는 수입을 세율로 곱한 금액임)의 방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며, 특수관계자와 사업거래를 영위하고, APA신청을 희망하는
기간(“적용기간”) 중 첫해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 하기 전 APA 신청서를 제출한 회
사가 적용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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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납세자란
① 여러 지역 (다른 국가 및 영토 포함)에서 운영되는 회사 또는 법인과 관련된 조직
및 부서
② 회사의 사무소 또는 주사무소인 조직 및 부서. 이 경우에는 모든 사무소가 각각의 회
사(납세자)로 간주되며 회사의 주사무소 또는 다른 사무소와 독립적으로 취급됨.

(3) 적용 거래
201호 시행규칙 제3조 APA가 적용되는 거래는 아래와 같음.

① 정부 차원의 가격 안정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이전을 제외한 특수관계자
간의 재화나 용역의 판매, 교환, 리스, 이전 거래(사업거래라고 함).
② 납세자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특수 관계 거래에 대해서 APA를 신청할 수 있음.
건별 신청이 원칙이나 거래가 상호의존적이고 이전가격 규정에 따라 기능, 자산,
위험이 유사한 경우 거래를 통합하여 특수관계 거래로 신청할 수 있음.

(4) 적용 기간 및 연장
APA는 최대 5년간 유효하며 납세자가 APA 신청서를 제출 시 효력을 발생하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201호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참조).

■ APA 연장 가능한 경우
1. 특수관계 거래의 범위 및 특수관계자들에 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2. 중요한 추정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3 비교 가능성 분석을 위해 사용된 사분위 범위 또는 매출 총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연장 기간 동안 안정된 경우
납세자는 서명된 APA 만기일 최소 6개월 이전에 과세당국에 APA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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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PA 기타 규칙의 준수 감독
항목

내용

APA 연례 보고서

납세자는 APA 연례 보고서를 법인세 신고서와, 특수관계자 신고서 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과세당국 요청에 따른
보고

납세자는 APA 이행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보, 문서 또는 설명을 과세당국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함.

비정기적 보고

APA의 지속이나 납세자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APA가
시행되고 있는 동안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사안 발생 후 30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즉, 비정기적 보고)
보고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과세당국은 납세자에게 이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APA의 수정이나 종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하도록 지시함.

(6) APA가 이행되는 동안 과세소득 조정
1. APA가 이행되고 있는 동안 납세자는 과세소득을 APA에 명시된 가격, 매출 총이익
률이나 순이익률로 조정하여야 함.
2. APA에 서명하기 전에 법인세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납세자는 과세당국이나 관할
당국이 세무조사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는 한 APA가 서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소득을 가격, 매출총이익률 및 순이익률로 조정하기 위해 추가로 법인세 신고
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추가로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로 인해 납부할 법인세 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납세 자는 해당 차액과 가장 낮은 세율로 산정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 추가로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로 인해 납부할 법인세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
초과 납부한 세금은 정해진 바에 따라 환급됨.
3. 납세자가 APA 조건을 준수하지만, 분기 또는 연간 납부할 세금이 새로운 지출 발
생으로 인해 감소하게 되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지출 발생일 후 30일 이내에 해당
건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납세자는 과세당국이 의견을 제
시한 후 법인세 신고서를 변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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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세자가 APA 적용 대상 거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APA가 적용되지 않는 특
수 관계 거래를 하고, 해당 거래가 시장가격 원칙에 맞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
법 제34조(추가 세금 신고서)에 따라 납부할 세금을 조정하기 위해 APA 상 과세소
득 산정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7) MAP 관련 규정
201호 시행규칙 제19조, 205호 시행규칙 제7조, 한-베 조세조약 제25조에 규정된
상호 합의 절차(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1. 적용 대상 : 베트남 거주자로 쌍방 APA 또는 다자간 APA를 체결하고자 하고 과세
당국의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 합의 절차 개시 신청서
(서식4/APA-MAP)를 제출
2. 신청 기간 : 과세상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의 최초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
3. MAP 절차 : 상호 합의 절차 및 공식적인 APA 개시 신청 후 30일 이내에 베트남 과
세관청의 담당 공무원은 해당 조세조약에서의 상호 합의 절차에 따라 외국 과세당
국의 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야 함.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답변서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베트남 과세관청은 해당 납세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납세자에게 상
호 합의한 요건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여야 함.
4. MAP와 불복의 동시 제기 가능 여부 : 양자간 선택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
지만, 205호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법원 계류중인 경우 베트남 당국이 조정할
수 없으므로 불복 또는 상호 합의 중 선택하여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징수유예 가능 여부: 상호 합의에 이르는 중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하며 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함.
(자료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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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례연구

6.1 주요 세무 애로사항
(1) 이전가격세제 시행규칙 시행과 본격적인 과세
시행규칙 정비와 함께 이전가격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진출
기업의 최대 세무리스크임.

현지 진출한 대부분 우리 기업은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함께 베트남 현지
기업을 저임금을 활용한 단순한 현지 생산처로 인식, 이익을 남기지 않는 구조로 운영
해왔으며 베트남 과세당국에서 요청하는 수준의 이전가격 보고서 및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세당국의 일방적 과세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이전가격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근거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일방적인 과세로 이어지고 있음.

(2)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의 무분별한 적용으로 인한 이중고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있으나
베트남 과세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으며, 동 금액에 대하여 한국 국세청에서도 “정당한 납부”세금으로 보고 있지
않아 이중과세 조정이 불가능함.

재화의 공급 시 보증 조건만 포함한 경우는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 적용을 받지 아
니하며, 계약서 내 다른 서비스의 조건이 포함되어서는 안됨(조립·유지·검사·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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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급을 수반한 재화의 공급은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를 적용 받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 이들 서비스의 공급가액 표시 유무를 떠나 유상, 무상 모두에게 적용).

(3) 현지 노동법 준수 어려움
베트남 노동법상 초과 근무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여 야간작업에 대한 임금 지급 시 공
식적 지급이 힘들어 현지 손금 인정 어려워 회계 및 세무 처리가 까다로움

(4) 현지 진출 중소기업의 혜택 미비
우리 일부 기업의 거액 투자에 대하여는 특별 세제 조항을 통해 파격적 혜택을 받은
반면 일반적 투자확대 우대 세율 적용 시 투자규모, 매출액, 고용 규모와 같은 조건을
두어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혜택 미비함(투자 확대 기준 3억 달러 이상).

(5) 공무원의 부정부패
국제 투명성기구의 부패인지지수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체 183개 평가국 중 112
위를 기록, ASEAN 국가 중 최하를 기록하는 등 베트남의 부정부패는 반경쟁적인 비
즈니스 관행 및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시키는 행정절차 등은 심각한 문제임.
현지 업무별 일정률의 비공식적 비용이 일반화되어 있음.

(6) 주재원 개인소득세 이슈
베트남 소득세 시행규칙(Circular 111/2013-TT-BTC)에 따르면, 베트남 거주자의
요건을 미충족하는 비거주자는 18조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요율(20%)에 따라 세
금을 베트남에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사로부터의 장기 출장자 파견, 서
비스가 수반된 재화(설치, 시운전, 교육훈련 등 인적 용역 수행이 명시된 기계설비) 수
입의 경우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판단 과세하고 있음.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를 판정해야 하나 현지법에 따라 거주자를 판정하여 현지 소
득세를 추징당하고 있는 실정임.

3부 세무 분야

| 405

(7) 대규모 투자에만 감면 혜택 및 투자 요건 복잡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기준으로 200억 VND 이상 신규 투자를 하거나 감세 조치가 적
용되는 사업 부문에만 투자 확대를 시행함.
취득원가 기준 고정자산 증가율이 20% 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 기준 20% 이상 증가
시 인정하는 등 신규 투자 요건 복잡함.

(8) 신속한 부가가치세 환급 애로
특정한 조건에 부합 시에만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과 환급 한도가 있음.

(9)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세금 징수 및 환급
■ 세관, 세무 애로사항
- 최근 베트남 정부는 관세법, 법인세법 및 그에 따른 시행령 등을 개정하며 기존의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준을 시행하는 등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
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법률 및 규정보다는 해당 담당 공무원들의 자
의적 판단에 의해 세금 징수 및 환급이 이루어져 기업 경영에 불합리한 요소 상존함.
- 통관, 세관 업무의 경우 전자 세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무
담당자의 이해도 및 운용 경험 등에서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임.
(자료 : 사례로 본 통한 현지 진출기업 경영 간 애로사항과 개선점,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2013.12.)

6.2 베트남 총리실의 한국 기업 애로사항 청취
-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중단된 양국 간 인적교류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 있음.
- 세무조사, 각종 인·허가 비용의 부담 존재함.
- 베트남 당국의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 등을 호소함.
-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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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3자 거래로 인한 매출채권의 1%를 베트남에 세금으
로 내야 하니 부담이 막중함.
- 베트남의 투자 증액을 위해 투자 등록증을 변경하는 데 수개월씩 소요됨.
- 한국 기업의 단기 파견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노동 감사 유예 요청함.
- 파견 근로자의 사회보험 이중 납부 해소를 위해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체결 요구함.
- 중견기업들도 베트남 지방정부의 인·허가 지연 경험함.
- 코로나19로 끊긴 양국 간 인적교류를 조속히 정상화 할 것을 요청함.
- 기업인들이 베트남 입국 후 격리되는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를 제안함.

6.3 이전가격세 세무조사 사례
베트남 23개 시와 지방 세무관서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 대부분을 이전가격 조
사대상으로 선정함(2013년 이전가격 조사).
- ’13년 4분기부터 단기간 동안 약 50여 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중 약 40%(20여 개 업체)가 한국 기업인 것으로 파악됨
* 단순 임가공 공장인 A사는 통상 마진(3%)의 6배(18%)를 추징당함

베트남 국세청(GDT) 대납세국 및 각 성(城) 세무서에 이전가격 조사팀이 주도하며,
① 매출액, 자본금은 확대되면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 중이고, ② 90%이상이 특수관
계자 거래이며, ③ 이전가격보고서가 미비(손실 누적 소명 부족)하였다는 공통점이 있
었음.
주요 조사 업종：섬유, 의류, 부동산, 건설, 철강, 수출 기업 등
주요 조사 거래：상품 매매, 용역, 금융비용, 고정자산 등
과세당국이 보유 중인 내부 자료를 이용한 정상가격율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10% 이상의 고액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진출 기업의 대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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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2,110업체를 조사하여 약 190만 불을 추징하였으며, 이에 부가하여 가산세
(penalty) 약 47만 불을 추징하였음.
- ’12년 이전가격과세와 비교하여 56% 증가된 수치임.
- 100~300%의 가산세를 조사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부과하였음.

■ 이전가격 조작 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인식 주도로 조세 불복과 조정 애로 발생함.
(“Shame Campaign”) 베트남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이른바 이전가격을 “세금 회피”로 인식하게 하는 캠페인
을 지속함(보호주의 경향).
국제조세 이론상 이전가격세제는 실현 소득과 무관한 국가 간 세무상 소득 조정으
로 적자를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 합리적 주장을 할 수 있으나, 베트남의 일방
적 여론 주도로 외국기업의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불복과 조정이 어려움

6.4 베트남 거주 외국인 근로자 개인소득세
| 진출 기업의 베트남 과세당국에 대한 건의 사례 |
당사는 한국 본사 파견 직원이 약 60명 정도 인데, 그들에 대해선 한국에서 월급이, 현
지에서는 근무수당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여 왔음. 그런데 최근 베트남 세무당국은 현
지 거주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한국 월급과 베트남 현지 근무수당을 합산하여 과세
표준을 산출하고 연간 소득금액에 대하여 누진 세율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인 35%
를 적용하여 추징하겠다고 함.

| 과세당국의 답변 |
2009.1.1일부터 효력이 있는 개인소득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함.

- 베트남에 거주하는 개인은 베트남 국내 및 외국에서 발생한 납세 대상 수입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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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함. 거주하지 않는 개인이라면 베트남 국내에서 발생한 납세
대상 수입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함.
- 베트남에서 근로 급여로 소득 있는 거주 개인은 다음과 같은 2022년 3월 현재 개
인소득세율이 적용됨.
구간

연간 과세가능 소득(VND 백만)

월간 과세가능 소득(VND 백만)

세율(%)

1

0 ~ 60 이하

0 ~ 5 이하

5

2

60 초과 ~ 120 이하

5 초과 ~ 10 이하

10

3

120 초과 ~ 216 이하

10 초과 ~ 18 이하

15

4

216 초과 ~ 384 이하

18 초과 ~ 32 이하

20

5

384 초과 ~ 624 이하

32 초과 ~ 52 이하

25

6

624 초과 ~ 960 이하

52 초과 ~ 80 이하

30

7

960 초과

80 초과

35

- 비거주자는 수령한 급여, 수당 등 수입액에 20% 세율을 적용하여 개인 소득세를
납부함.

베트남 근무 발령을 받은 한국 직원들은 베트남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상에
속함. 개인소득세에 관한 각 규정들은 납세 대상자가 베트남인 이거나 외국인이거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베트남이 각국과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협정과 같은 국
제규범에도 부합됨.

6.5 총 이자비용에 적용되는 EBITDA 30%의 한도
Decree 132 (30% of EBITDA cap on total interest expenses)에 따라, 이자비
용의 법인세 손금 인정 한도가 EBITDA(이자, 법인세, 감가/감모상각비 차감 전 영업
이익)의 20%에서 30%로 인상되었음. 동 한도는 순이자 비용 즉, 한도 비교전 이자수
익과 상계 된 이자비용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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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된 이자비용은 5년까지 차년도로 이월될 수 있음. 특정 유형의 자금 조달
의 경우 동 한도 적용으로부터 제외되며 예를 들면,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id) 자금,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우대 대출, 국가 프로그램 및 국가
사회복지 정책의 이행을 위한 대출이 있음.

이자비용 산정 방식 및 손금산입 한도의 변경 관련 조항은 특정 조건 만족 시 2017년
및 2018년에 소급적용 됨.

총 이자비용에 적용되는 EBITDA 30%의 한도를 참고하여 차입금을 조달해야 함.
세무 팁

6.6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 이슈
(1)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세(FCWT,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Circular 134/2009/TT-BTC
원천징수 대상은 재화의 수입 시 서비스가 수반된 경우, 예를 들면 기계설비를 수입할
때, 설치, 교육, 시운전, 유지 보수, 보험 등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
을 시, 향후 세무조사 시 수입자인 회사에 추징함.

예를 들어, 베트남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법인 A는 한국 회사 B로부터 기계설비를 수
입하면서 설치, 교육 및 1년간 유지 보수 및 Warranty 금액은 기계 대금 70만 불이
고, 설치, 교육 및 1년간 유지보수 및 Warranty는 30만 불인 경우 재화 및 서비스 대
금이 각각 구분된 경우에 기계 수입대금 1백만 불에 대해
- 기계 대금 70만불에 대해 1% 의 법인소득세 원천징수 7천 불
- 서비스 대금 30만불에 대해 5% 법인소득세 원천징수 1만 5천 불
- 서비스 대금 30만불에 대해 5%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1만 5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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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는 총 3만 7천불 원천징수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만 5천 불은 매입 부
가가치세 공제하며, B사는 원천징수당한 소득세 2만 2천 불을 한국에서 외국납
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선택하여 이중과세 방지 조정을 할 수 있음.

서비스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재화 수입은 원천징수 과세 대상이 아니나, 서비스가 수
반된 재화 공급 시 원천징수 과세 대상이 됨.
예를 들면, 설치(installation), 시운전(commissioning), 보증(warranty), 유지보수
(maintenance), 교체(replacement), 보험(insurance) 등 대부분 기계설비 수입 시
해당함.

일단 원천징수세 대상이 되면, 재화 부분 및 서비스 부분의 금액이 구분되는가 안 되
는가에 따라 세율 적용 및 세금이 달라짐. 정상적으로 원천징수세 신고납부를 한 경
우,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분은 현지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로 다시 공제가 가능하나, 정
상적으로 원천징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조사에 지적돼 추징이 되는
경우에는,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도 안됨.

기계설비 수입 계약서 검토와 서비스 명시된 조건의 확인이 필요하며, 금액이 구분되
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 조건이 명시돼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
성해야 하고, 금액이 구분돼 이미 재화 부분이 통관된 경우, 송금된 금액과 차이가 발
생해 계약서 재작성이 불가능 하다면, 추징을 당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원천징수세 신
고납부를 하여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향후 기계설비 수입 계약 시에는 서비스 조건을 삭제하던가, 삭제가 어려우면 금액을
구분하되, 서비스 금액 비중을 최대한 낮추어 체결해야 함.

원천징수 대상은 재화의 수입 시 서비스가 수반된 경우 예를 들면 기계설비를 수입할
때, 설치, 교육, 시운전, 유지보수, 보험 등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향후 세무조사 시 수입자인 회사에 원천징수세를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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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계약자 원천징수 세율
서비스 구분

부가가치세율

법인소득세율

무역(유통 및 재화 등의 공급)

면제

1%

서비스

5%

5%

서비스와 기계, 장비를 공급

3%

2%

원료나 장비, 기계를 제공하지 않고 시행되는 건설, 조립, 설치

5%

2%

원료나 장비, 기계를 제공하면서 시행되는 건설, 조립, 설치

3%

2%

기계나 장비 리스사업

5%

5%

불명시

2%

이자

면제

5%

로열티(사용료)

면제

10%

비행기, 선박의 리스, 부품 포함

6.7 COVID19의 영향을 받은 기업 지원 조치
기업의 행정관리 절차 및 비용 절감제 11/CT-TTg 호에 따라 정부는 재무부에 조세
당국 및 관세당국에 아래와 같이 지시하도록 요청했음.

■ 위반 징후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 년 정기 세무감사/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며, 동시에 기업이 이점을 악용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게 함.

■ COVID19 영향을 받은 납세자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세금 환급, 통관 등과
같은 행정절차 단순화 및 실행을 가속화함. 이에 따라 2020년 3월에 베트남 세무
총국은 현지 세무국에 COVID-19 대유행(Pandemic) 상황에서 세무감사/조사
실행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납세자 현장 세무감사, 조사 실행 전 사전 준비 업무에 집중한다. 납세자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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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여 납세자 현장 세무감사, 조사시
간을 단축함. 심층 분석을 수행하여 세무감사. 조사 시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함.
- 세무 리스크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감사,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행함.
COVID19의 영향을 받은 기업의 경우 세무검사, 조사를 실행하기 전에 세무 리
스크를 분석하여 상위 조세당국에 보고 하여 세무감사, 조사 계획을 수정함.
- 상위 조세당국에 의해 지시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획되지 않은 세무감사,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
- 세무 공무원들은 세무감사, 조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규정에 따라 전자화된
세무감사, 조사 내역을 완전하게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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