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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회계법인 제 7 회 - 2017년 하반기 세무 회계 세미나”
안녕하십니까?
S&S 회계법인 이 삼한 회계사입니다.
어느덧 2017년도 절반이 훌쩍 넘어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인분들의 한해 수확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올 2017년에는 아래와 같은 주요 세무 ∙ 회계적 변화가 기 시행/변경 예정으로 있어, 이와 관련된 고객님들의
각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그 대표적인 예로는, 대표사무소/프로젝트 오피스의 외환규정 강화 (2018.3월) 신규 이전가격 시행령
시행 (2017. 5월)과 외국인 보험관련 규정 변경 예정(2018.1월), 전자 세금계산서 필수 시행 예정
(2018.1월), 신규 법인세, 부가세법,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예정 (2019.1월) 등이 있습니다.

변경된 투자법/세법상 변화 가운데, 고객님들께서 주요하게 준비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 관계자 거래가 있는 법인의 경우, 판매가/매입가가 정상가격에 준한다는 소명 및 이전가격 관련
서식(시행령 20 기준)을 연말정산까지 구비

-

회사의 내부 원가 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및 Documentation (S/W 관리)

-

투자법/세법 구조를 기반으로 투자시 Capital/Loan의 구조 계획

-

강화되는 세무조사에 대한 Pre-tax Audit 계획 및 장부, 문서의 검토

이와 같이 베트남의 급변하는 세무∙회계적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한국 기업의 이해도 증진을 위해
S&S 회계법인은 제

7회 2017년도 하반기 세무, 회계

세미나를 개최하여 베트남 내

최초

한국계

회계법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를 준비하는 모든 법인에 신 투자법/세법상 절세방식, 세무처리 방안 및
2018년 회계/세무적 변동사항에 대한 안내/ 준비방안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회사 경영에 새로운 지표를
제시해 드리는 기회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번 S&S 이삼한 회계법인에서 개최하는 “제7회 2017년도 하반기 세무, 회계 교육 세미나”에
참석 하시어, 베트남 정부의 정책변화와 세무, 회계 변동에 흔들리지 않을 정보와 방책을 취하시는 절호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 & S 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이 삼한 배상 (VACPA, A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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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호치민 (HCMC)
o

12월 11일 (월) ~ 12일 (화) (2일간) : 한국인 대상 교육

o

12월 18일 (월) ~ 19일 (화) (2일간) : 베트남인 대상 교육

하노이 (HANOI)
o

12월 14일 (목) ~ 15일 (금) (2일간) : 한국인 대상 교육

o

12월 21일 (목) ~ 22일 (금) (2일간) : 베트남인 대상 교육

<강의 내용>
1.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보고서 작성 방법 및 대비 – 이 삼한 회계사
2. 베트남 회계 개관 및 사례연구 – 이삼한 회계사
3. 베트남 투자 개관 및 세무 개관 (법인세, 부가세, 개인소득세, 외국인계약자세) – 이준석 부장
4. 원가교육 (원단위 회계, 소요량, 수율관리) – 제갈용규 이사
5. 온라인 기반 스마트북 ERP / 원가 관리 / e-INVOICE 시스템 소개 (Web-based)
6. 베트남인 대상 세무/회계교육 (원가/관리/기업회계 실무, 사례연구)
※

관련 교재 및 식사 제공되며, 상세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 사>
한국인:


이 삼한 공인회계사 (S&S 회계법인 대표, VACPA/AICPA)



황 명주 지사장 (S&S Hanoi Branch Director, AICPA)



제갈 용규 이사 (S&S S. Consultant, 前상장사 C사 공시책임자, Costing Specialist)



이 준석 부장 (S&S HCMC HQ Manager, S&S 세무책자 및 사례집 공저)

베트남인:
<호치민>
 Ms. Pham Nguyen Kim Hong (S&S Partner, VACPA/ACCA)
 Ms. Ngo Thi Thuy Kieu (S&S Senior Manager, VACPA)
 Ms. Hua Thi Mai Anh (S&S Senior Manager, VACPA)
 Ms. Pham Thi Thanh Pham (S&S Manager/Transfer Price Special List, VACPA)
<하노이>
 Mrs. Dam Thi Thu Hang (S&S Senior Manager, VACPA)
 Mrs. Dang Thu Phuong (S&S Senior Manager, VACPA)
 Mrs. Dang Lan Anh (S&S Manager/Transfer Price Specialist, ACCA)
 Mr. Pham Van Hai (S&S Manager, VACPA)
 Mrs. Tran Thi Nam Vinh (S&S Manager, VA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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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대상 및 참가비>
-

한 국 인: 외국인투자법인의 경리장, 관리부장, 법인장 ---- 1인(2일) / USD 300 (@22,500)

-

베트남인: 회계장 및 원가관리 책임자

---- 1인(2일) / USD 300 (@22,500)

(중식 식사 포함 /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 10% 별도 지불)

<장소> (장소는 추후 변경가능 합니다)


호치민/하노이 S&S 회계법인 사무실
- HCMC office: 8fl, Yoco Building, 41 Nguyen Thi Minh Khai St, Ben Nghe Ward, District 1, Tp. HCM
- HANOI office:

7fl, Vinaconex 9 Building, Phạm Hùng St, Me Tri Ward, District Tu Liem, Tp. Hanoi

<신청 및 안내문의>
유첨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아래 메일 및 연락처로 전달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이삼한 회계사

- 091. 377. 2279 / 한국인 대표 이메일: samuel230@hanmail.net



(Hanoi) 황명주 지사장

- 091. 979. 2098



(HCMC) 이준석 부장

- 091. 589. 2278



(HCMC) Ms. Tran Thi Thu Thao (Admin)



(Hanoi) Ms. Nguyen Thi Lan Anh (Admin) / E-mail: anh.ntl@ssaudit.com

/ E-mail: thao.ttt@ssaudit.com

