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조세에 대한
업데이트 뉴스
2017년4월
금월 뉴스중에 우리Grant Thornton Việt Nam(주)는 고객님의 참고로서
각 거래: Uber, Agoda.com; Traveloka.com; Booking.com;
Expedia.com…등 에 대한 조세청책을 다음 처럼 업데이를 해드린다:
1. Uber와 협력영업계약서에 따른 각 개인사업자에 대한 VAT, 개인소득세의 신고,납세.
2. 베트남에 사무실이 있고 전자무역 (e. Trading)분야중 사업하는 외국 사무실보유의 각
회사들의 활동에 대한 조세정책과 세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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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Uber와 협력영업계약서에 따른 각 개인
사업자에 대한 VAT, 개인소득세의
신고,납세.

2.베트남에 사무실이 있고 전자무역 (e.
Trading)분야중 사업하는 외국 사무실
보유의 각회사들의 활동에 대한
조세정책과 세금관리.

Hà Nội세국은 문서발급으로 다음 처럼 구체적 안내한다:

재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Agoda.com;
Traveloka.com; Booking.com; Expedia.com; ... 등
같은 베트남에 온라인(online) 거래형식으로의
외국사업 본사가 있는 회사들( 외국 계약자 라고
함)은 VAT납세의 공제방법, 베트남거주조직(호텔,
여관 같은)과 같이 계약을 서명할때에 법인소득세의
과세부담소득을 확정하기 위한 지급 매출계산
근거상에 법인소득세의 납세방법의 조건을 충분히
만족되지 않으면 VAT와 법인소득세를 받은
수수료(commission)매출상에 %비율을 다음 비율로
납세한다:
• 받은 매출금상에 받은 매출금에 대한
VAT계산을 위한 % 비율이5%이다.
• 받은 매출금상에 대한 법인소득세계산을
위한 % 비율이5%이다.
거주조직은 상기 규정에 따라 외국 계약자를
대신으로세금 신고, 납세를 책임진다. 진행하는
과정 중에 각 세무서는 거주조직들에게 규정따른
세의무확정, 신고, 납세업무를 검토, 지원해 준다.
즉, 구체적 다음:
• 방을 임대하는 고객이 직접 방비를
베트남거주조직에게 주고 그후에
거주조직이 외국 계약자에게 방주문의
수수료를 돌려준 경우엔 거주조직이 외국
계약자의 대신으로 세금 신고, 납세를
책임진다.
• 방을 임대하는 고객이 직접 방비를 외국
계약자에게 주고 그후에 외국계약자가
거주조직 에 방주문의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돌려준 경우엔 다음 같이 처리한다:
o 거주조직과 외국 계약자사이의계약서
서명을 했은 경우엔 거주조직이 외국
계약 자에게 외국계약자를 대신으로
세금의무,신고, 납세를 통보해준 책임이
있다.
o 거주조직과 외국 계약자사이의 계약서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엔 거주조직이
계약 서명할때에 외국 계약자의
세금의무를 명확히 확정해주고
거주조직이 외국계약자 를 대신으로
세금 신고, 납세를 해준다.

•

Uber 혹은Uber의 위임을 받은 조직은Uber와
협력사업 계약서의 서명이 있는 개인을 대신해서
신고. 납세를 해준 책임지고 계약에 따른 개인이
받은 매출상에 계산된 VAT 세율이3% 이며
개인소득세율이1,5% 이다.

•

Uber와 협력사업 계약서서명이 있고 도급방법으로
세신고, 납세중의 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우엔
도급매출금이Uber와 협력사업 계약서에서 매출을
포함하지 않다.

•

Uber와 협력사업 계약에 따라 영업활동발생 의
비용을 지급한 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우엔 각
세무서에 세금 신고. 납세를 하 지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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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본 소식통은 오직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

고객님은 상기 소식통을

고객님은 본소식통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더이상 Grant Thornton Việt Nam(주)의 협조를
받으려시면 우리 전문가하고 서심없이
연락해주시기를 바란다.

DOWNLOAD 을 하고 싶면 우리의 다음
web에 들어오셔서 검색해주시면 된다:
www.grantthornton.co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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