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Ⅰ

기타 사항

1. 베트남 산업통산부, 베트남 무역 포털(V NTR ) 공식 런칭
◦ ‘22년 3월 베트남 산업통산부(MOIT)는 베트남 국가 무역 포털(VNTR,

을

https://vntr.moit.gov.vn/)

공식 출범하였으며, VNTR를 수입 세율 확인, FTA 협정, 비관세장벽 및 무역에
관한 정책 등 무역 관련 데이터 확인할 수 있음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베트남 정부의 무역 포털 런칭은 기존에 각 기관의 사이트에
산재되어 있던 정보를 하나로 모으고 가독성을 높임으로써 기존의 포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
<VNTR 기능 (참고)>
구분

내용

관세율 조회 기능
(Tariff Schedules)

◦ 기존에 베트남 관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VNTR을 통해서 베트남 수입 관세율
조회 시 베트남이 체결 중인 15개 협정에 대해서 FTA 특혜 세율까지도 조회 가능
◦ HS CODE 입력 후 국가를 선택 할 경우 해당국가-베트남 FTA 특혜 관세율의
‘21~‘46년까지의 변경 스케줄 및 특혜 세율 조회 가능
구분

내용

체결 FTA 원산지 규정 확인
(Rules of Origin)

◦ 현재 베트남은 총 15개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VNTR에서는 각 협정의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구분

내용

비관세 조치 확인
(Non-tariff Measures)

◦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무역 장벽(Trad Barrier)을 의미하며 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
◦ 현재 베트남에서 부과 중인 비관세 장벽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며, 부과와 관련된 법률
정보 및 관할 기관 확인 가능. 또한, 해당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HS CODE을 확인 할
수 있어 수입 HS CODE별 인증 필요 여부에 대해서 더욱 쉽게 조회가 가능해짐
자료원 : VNTR https://vntr.moit.gov.vn/

◦ 위 참고자료 외에도 「베트남 주요 법률 정보」, 「HS CODE, 원산지 결정
등 주요 관세 행정 심판 결정 조회」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음

2. 시사점
◦ 베트남 정부의 VNTR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무역 정책의 투명성 제고, 지
역 무역 촉진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 및 영세 기업의 베트남 진출 애로사항 중 하나로 항상 제기되
는 무역과 관련된 정보 확인의 어려움이 VNTR 포털을 통해서 일부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및 통관문제사례 변경사항 없어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