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pporting Industries (부품소재산업)

TAX 인센티브를 최적화할 기회

혹시 아래 산업을 위한 부품소재를 생산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특별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Law 71/2014/QH13에 따라 2015년도부터 투자된 신규 프로젝트 및 확장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

15 년간 10% 

세율 적용;  또는

2015 년 이전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 CIT 인센티브는 남은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다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이미 활용 된 CIT 인센티브를 고려한 후)

4년간 면제 & 

9년간 50% 감면

Great benefits!

첨단 기술/ 하이텍크

고정밀/고수준 금형, 그계 부품,  
플라스틱 부품, 센서,  엔진 등等

기계 제작

금형, 기구, 도구 –  절단지, 기계  
가공 부품 및 액세서리,  측정기 등等

 

전자

기본 전자제품–  광전자 컴포넌트,  
쿼츠 컴포넌트, 전자회로, 배터리, 
전선, 케이 등等

가죽 - 신발

가죽, 인조 가죽, 신발 밑창, 신발끈, 
신바느질, 액세서리 등等

의류 섬유

섬유, 직물, yarn, threads,   
화학 물질, 염료 및 액세서리 등等

자동차

엔진 및 자동차 부품,  윤활 시스템, 
냉각 시스템, 연료공급 시스템,  
바퀴, 시트 등等



단계

전략 분석1
 ► 투자 상황 및 제품 분석

 ► 적용 가능한 TAX 인센티브 율 분석

 ► 익명으로 관할 당국에게 문의 (고객의 요청 하에)

KPMG의 지원

Supporting Industry TAX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KPMG의 Support는 아래와 같습니다.

Supporting 
product 
Certificate 취득

 ► Certificate 발급 신청 서류 준비

 ► 무역당국과 논의 / follow up

 ► Supporting Industry Certificate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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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 인센티브에 
대한 룰링 취득

 ► 룰링(질의) 공문 준비

 ► 세무당국과 회의 (접견)/논의

 ► CIT 인센티브에 대한 룰링(질의) 결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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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Tax Firm of the Year
International Tax Review, 2014 – 2020

Vietnam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International Tax Review, 2017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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