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베트남의 일반적인 수입 통관의 종류는 크게 일반무역(Trading)과 가공무역(Processing) 형태로 구분된다.

ㅇ 일반무역은 모든 형태의 상업적 물품의 통관을 통칭하나 일부 물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통관상 특례를 정해 놓은 규정도 있다.
- 베트남의 일반적인 수입 통관 절차는 ① 수입신고 → ② 세관 서류심사 → ③ 물품 검사 → ④ 관세 등의 납부 → ⑤ 물품 반출 순서로
이루어짐.
- 통관소요시간은 통상적으로 5~7일 정도 소요

ㅇ 가공무역은 수입원재료를 공업단지나 수출가공구에서 제조·가공하여 국내판매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를 뜻한다.
- 수출물품의 임가공과 제조를 위해 수입되는 원료·물자는 수입부터 제품생산 과정과 제품이 수출 또는 국내 판매되는 등의 사용 목적
이 변경된 때까지 세관의 검사와 감시를 받음.

ㅇ 수출물품 임가공 업체는 수입 원료·물자 사용에 있어 관세기관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수출물품 임가공, 제조 작업장을 관세기관에 통보
- 수출용 물품의 수입 원료와 물자는 해당 용도에만 사용(사용 목적 변경 시 수입 원료와 물자에 대한 통관 수속을 진행)
- 수출물품과 수출용 원료와 물자는 제조구역 내에 보관(제조구역 밖에 보관하는 경우, 관세당국 허가 필요)
- 임가공 또는 제조 공장에 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적절히 보관하고 회계처리, 통계, 장부, 데이터 등에 대한 입증서류를 구비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충분히 이행해야 함.
- 업체는 관세기관이 검사하는 때, 장부, 입증서류 및 물품을 제시해야 함.
- 업체는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관계기관에 수입원료와 물자의 관리·사용내역·결산을 보고

베트남의 수출통관은 수입 통관보다는 절차적인 부분에서 좀 더 간소하여 통관 소요시간이 짧은 편이지만 수출세 부과대상 또는 수출 허
가대상인지에 따라 통관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ㅇ 베트남의 일반적인 수출 통관 절차는 ① 선사 또는 운송 주선인에 선복 예약 → ② 수출 선적서류 준비 및 전자통관 시스템(eCustom)을 통한 수출신고서 전송 또는 서면 수출신고서의 제출 → ③ 세관의 수출신고 접수(검사 면제의 경우 승인) → ④ 수출 물품의
컨테이너 입고 후 적재 → ⑤ 컨테이너 야드(CY, Container Yard)로 컨테이너 이동 → ⑥ 검사대상의 경우 선적 전 수출물품 검사 → ⑦
세관 승인 후 선적 → ⑧ 수출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수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 납부 → ⑨ 통관 종료로 이루어진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을 적하한 운송수단이 출항하기 4시간 전에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특송 서비스로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운송수단
출국 2시간 전까지 제출).

통관 시 유의사항
ㅇ 통관 관련 법규 잦은 변경 : 베트남의 경우 아직 시장 개방 역사가 짧아 투자, 무역, 관세 등의 법규가 수시로 변동될 뿐 아니라 이 내용
이 수출입업체에 적시에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시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ㅇ HS CODE 분류 사전 확인 필수 : 수출국가와 베트남의 HS CODE 차이와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는
통관 지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에도 문제가 되어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 신고 전 사
전에 HS CODE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며, 필요한 경우 베트남 관세청을 통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HS CODE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 상 HS CODE와 베트남 수입통관 시 HS CODE가 상이하여 원산지증명서 적용 불가처분되는 사례도 많으니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ㅇ 복잡한 통관절차 : 베트남에 투자한 외투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최대 애로사항으로 더딘 통관과 절차가 지목된다. 베트남 재정부
(MOF)는 2014년 12월에 세금 납부 및 세관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결정서 Nos. 509/Q-BTC와 510/Q-BTC를 공표하며 38개의 절차
를 간소화시키고 7가지의 절차를 폐지하며 간소화시켰지만 베트남 물류 시스템은 여전히 주변국가에 비해 낙후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
며 물류회사들은 오히려 정부의 새로운 결의서로 인해 행정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한다.

ㅇFTA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베트남은 수입 통관시 특혜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카피본 등 사본은 인정되지
않고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2020년 1월부터는 캄보디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태국으로 수입되
는 상품은 아시안 싱글윈도우 전자교환 시스템을 통해 전자 원산지 증명서 D (C / O 양식 D) 제출이 가능하다.

ㅇ FTA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 : 베트남은 현재 한-베 FTA를 포함해 총 13개 협정을 맺고 있다. 수입 통관 시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수이며,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번호, 발급 일자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하
는 경우에도 최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 대상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FTA 원산지증명서 사후 적용 및 환급이 불가하다. 대부분 협정
상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베트남은 FTA 종류에 따라 그 사후 적용 기간을 달리하고 있다. 한- 베트남 FTA는 수입 신고일로
부터 1년, 베트남- EAEU FTA는 사후 적용 불가하며, 기타 협정은 수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ㅇ 통관 지연: 베트남으로 상품 수입 시 통관에 평균 4~7일이 소요돼 식품류를 수입하는 기업에 애로가 되고 있으며, 통관지연을 완화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e-custom system 또한 잦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프로세스의 특성상 e-custom에 입력하는 것으
로 수출입 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서류를 세관에 가서 제출함으로써 전 과정이 끝이 나게 된다.

ㅇ 자국의 강제안전규정인 CR Mark 획득 요구: 베트남은 국내에 유통되는 전기제품, 기계, 의료기기 등에 자국의 강제안전규정인 CR
Mark(베트남품질마크) 획득을 요구한다. CR Mark 인증은 강제인증으로써 베트남 인증기관 담당자에 의해 생산공장 현지실사(Scheme
5) 및 컨테이너 샘플 검사(Scheme 7)의 두 가지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Scheme 7의 경우 추가로 샘플 검사 시간이 소요돼
통관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대다수의 경우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급행료(Under Table Money) 비공식적으로 처리되는 경
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 대상품목으로는 전기밥솥, 커피포트, 헤어드라이기, 가정용 프라이팬, 온수기, 전자레인지, 가정용 다리미 등의 전기제품류가 CR마크
의무 대상이며, 그 외에 강제대상 카테고리로는 기계, 의료기기, 완구, 개인보호장비, 압력용기, 가스기기, 건축자재 등이 있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ㅇ 하나로 TNS(HANARO TNS VIETNAM CO.,LTD HO CHI MINH BRANCH)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7 Floor, 60A Truong Son, Ward 2, Tan Binh District, HCMC
84-28-3547-1991~5
3020@htns.com
https://www.htns.com

ㅇ FI LOGISTICS CO., LTD

주소
전화번호

Room 2001A, 20th Fl., Centec Tower Bldg., 72-74 Nguyen Thi Minh Khai St., Ward 6, Dist. 3,
Hochiminh, Vietnam
84-28-3823-3601/4

이메일
비고

korvn@filogistics.net
하노이, 다낭, 호치민

ㅇ 카고러쉬 인터네셔널(Cargorush International Co., Ltd.)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비고

77 Nguyen Trong Loi Street, Ward 4, Tan Binh District, Hochiminh City, Vietnam
84-28-3948-0931
info@cargorush.com
https://cargorush.com.vn/en/
관세 컨설팅, FTA 컨설팅, 임가공면세 컨설팅, EPE 컨설팅

ㅇ KCTC VIETNAM
주소

Bao Viet Financial Centre Bldg, 10F, 233 Dong Khoi St., Dist 1, Ho Chi Minh City , Viet Nam

전화번호

84-28-6258-3706

이메일

sales@kctcvn.com

홈페이지
비고

http://www.kctcvn.com
보세창고 운영

ㅇ PANTOS LOGISTICS VIETNAM

주소
전화번호

12A FL Handico building, Me Tri Ha New Urban, Pham Hung Road, South Tu Liem District, Ha
Noi, Vietnam
84-24-3936-2814

이메일

peter.yoo@pantos.com

홈페이지

http://www.pantos.com

ㅇ 한진로지스틱스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35 Ton Duc Thang, Dist. 1, Ho Chi Minh City
+84-909-997-433
nsjeong@hanjinlogistics.com
http://www.hanjinlogistics.com

ㅇ DHL (Ho Chi Minh Office)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6 Thang Long, Tan Binh, Ho Chi Minh City
84-28-3844-6203
marcus.noh@dhl.com
http://www.dhl.co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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