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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3일 국무총리는현대적이고 효과적인
조세제도구축에중점을두고, 2030년까
지의조세제도개혁전략을승인하는
Decision 508/QD-TTg에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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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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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베트남의조세정책을국제관행과맞추도록 함

❖ 조세행정개혁측면에서 2025년까지 다음을포함한 여러주요목표를달성하는 것

을목표로 함:

• 납세자만족도: 2025년까지 최소 90%, 2030년까지 95%

• 온라인지원을받는납세자의 비율: 2025년까지 최소 70%, 2030년까지 90%

• 전자적으로 수행되는세금신고, 납부, 환급및면제신청횟수: 2025년까지

기업은최소 98%, 개인은 85%

• 과세당국에서 적시에처리되는 세금환급, 면제신청횟수: 2025년까지 최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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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언급한목표를달성하기 위해다음을 포함하여세금정책을개혁하기위한여러

조치가제안됩니다:

1. 부가가치세 (VAT)

• VAT 면제항목및 5% VAT가부과되는 공급품을축소하여 과세표준을 확대;

• 단일 VAT 세율적용;

• VAT 공제법적용을위한수입기준액검토;

• VAT 공제, 환급과관련된규정을간소화하도록 검토.

2. 특별소비세 (Special consumption tax)

• SCT 부과범위에추가적인제품추가;

• 제조, 소비를제한하고 국제적인책무를이행하기 위해담배, 맥주, 증류주에 부과

되는 SCT를증가시키기 위한로드맵을작성;

• 특정제품에대한 SCT 세율검토

3. 수입/수출관세

• 수입관세율을 2025년까지 32에서 25로, 2030년까지 25에서 20로줄임;

• 수출을촉진하고 지역부가가치를 높이며천연자원의 수출을제한하기 위해수입/

수출관세정책을검토;

• 탈세방지를 위해로컬수출입, 수출입및비관세구역에 관한규정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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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IT

• 개발사항및국제통합요구사항과 일치하지않는 CIT 세제혜택을 수정또는폐기;

• 소기업및영세기업에대해 CIT 세제혜택 시행;

• 외국인투자유치의초점을양에서질로전환하고 주요산업및장려지역에 대한투

자를촉진;

• 이전가격및 BEPS에관한표준시행

5. PIT

• 과세대상및비과세대상검토;

• 납세자및과세당국을위해 PIT 확정신고를 간소화함

6.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 NRT 결정을위한과세표준에 관한규정검토

7. 재산세 (농지세, 비농지세 포함)

• 농지세면제를 2025년까지 연장

• 토지/주택의 적절한사용을장려하고 부동산투기제한

8. 환경세 (Environmental tax)

• 공해를발생시키는, 환경세적용대상항목에대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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