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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자금 활동에 대한 조세, 개인들과 

영업협력, 중개활동의  세금과  베트남에  

FDI기업들의 물건 매매활동과 상품구,판매에 직 

관련된 각활동의 영업허가에 대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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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서 다음 같이 업데이트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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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세청은 부동산 투자 자금에 관연돤 

조세정책에 대한 안내. 

최근에 국세청은 부동산 투자자금의 각 활동에 대한 주목에 필요된 

일부정책을 안내해준 공포를 다음 같다: 

• 세CODE등록:  부동산 투자자금은 직속부서이 기때문에 세CODE를 

13개숫자로  받게된다.      

•  부동산 투자자금에 부동산으로 자본금불입할때의 투자자의 새금 

의무: 

현재, 회사창업하기 위한 자산으로 자본금불입 혹은 각 투자자금에 

부동산으로 불입하는 일은 현행법규처럼 등록수수료를 부담되지 

않다. 

투자자금에 부동산으로 불입하는조직및 개인들은 VAT영수증발급, 

신고,납세를 하지않다. 

투자자는 투자자금에 부동산으로 불입하는 경우에 조세의무를 

다음 같이 진행된다: 

o 투자법,기업법에따라 활동하는 베트남에 영업조직의 

투자자인경우: 부동산양도 활동 에서 나온 소득에 대한 

납세를20%의 세율로 적용한다. 그외에 투자 자는 장부상 남은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된 불입 부동산인경우에 소득증가기록과 

법인 소득 납세의무도 있다. 

o 개인으로 된 투자자인 경우: 자본금 불입할때의 부동산양도에서 

소득에 대한 납세를 양도가치상에 2%세율로 한다. 

• 부동산을 구매,양도, 임대로 할때에 자금의 조세의무: 

 

자금관리회사는 자금을 대신으로 자기의 세code로 투자자금에 

판매자가 제출해준 자산 구매영수증에 근거된 각 자산의 

구입VAT신고와 공제를 해준다. 부동산구매금액, 수수료, 

비용들은 부동산 투자자금의 계정에서 직접 결재된다. 

부동산 자금은 자기의 부동산을 임대해준 활동이 있을때 자금 

관리회사가 영수증발급을 책임주거나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준 자금 관리회사에 위임해준다. 영수증상에  판매 소의 

이름을 자금관리회사이름으로 쓰고 세code를 부동산자금의 

13개숫자의 세 code로 쓴다. 

부동산 양도 할때 자금관리 회사는 투자자금을 대신해서  

고객에게 영수증을 제출해주고 VAT및 법인소득세를 

계산신고한다. 자금관리 회사의 본사주소와 중양소속된 시,성에 

다른 주소에 있는 부동산들의경우에 자금관리 회사가 부동산이 

있는 조세기관에 부동산 자금에 대한 왕래세code를 

등록해주어서 세금 계산, 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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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인과 중개활동과 영업협력활동에 대한 
개인소득세. 

재정부는개인과 중개활동과 영업협력활동에 대한 조세정책을 
발급, 안내한다. 

중개활동에 대하여 : 회사는 개인과 계약해서 상품판매 
중개활동을 진행해서 개인이 중개 수수 료를 받은 걍우에 
개인소득을 봉급 혹은 수수료로 계산된다. 회사는 개인에게 
지급해주 기전에 소득상에 10%기준으로 개인소득세의 
공제로 만약 소득지급을 2백만 동/회 이상이면 한다.  

영업협력활동에 대하여 : 회사는 영업하지 않는 개인과 
영업협력계약을 해서 고객에게 같이 서비스를 제공해준 경우, 
영업협력계약은 매출금을 나눠준 형식으로 개인이 계약금의 
40%를 받다. 회사는개인에게  40%의 메출금을나눠준 때엔:  

o회사는 개인에게 개인소득세계산, 신고,납세 의무가 있거나 
개인이 계약에서 나온 소득 에 대한신고 납세를 한다. 

o회사는 영업협력계약에 대한 증빙을 사용하고 생산영업에 
관연된 그런 항목의 법인 소득세를 결정할때 공제항목으로 
계산된다 

. 

 

 

 

 

 

 

3.상품매매 활동영업과 베트남에  
FDI기업들의 물건 구,판매에 작접 
관연된 각 활동의 영업 허가서 

  

상공부는 2017년에 상공부의 국가관리분야중에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의 승인, 발급을 금방 한다. 그중엔 주목된 
점으로상공부는 정부 의령서 제 23/2007/NĐ-CP호의 변경을 
해서 상품 매매활동 허가 와  의령 제 23/2007/NĐ-CP호에 
규정된 베트남에 FDI회사들의 상품 구,판매에 직 관연된각 
활동 (영업허가서) 를 다음 내용들의 개선으로 한다 : 

I. FDI회사는 수입권, 수출권을 신고하는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 

II. FDI기업의 생산용 원자재인 각 물건들의 도매권을 
넖여주고 도매판매권은 상공부의 발급 리스트에 속한 
일부 사업분야에 제한된다 

  

우리 Grant Thornton는 고객님들에게 의령서 제 23/2007/NĐ-
CP호의 변경보충이 있을 때 업데이트를 해드리겠다.. 

  

현행규정에 따라 FDI회사도 아직 베트남에 상품매매 활동과 
상품 매매에 직 관련된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수입, 수출, 분배 
권한을  등록해 야한다.  

  

고객님들은 베트남에  FDI회사의  상품구, 판매 활동의 
영업허가서와 상품매매에 직 관련된활동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Grant Thornton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연략해주시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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